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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윤

본 연구는 상층부 이론을 바탕으로 하이테크 기업 CEO의

특성이 스타트업 인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따라 경험유형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의 인적

자본을 일반적 경험인 나이, 교육수준, 경영 노하우에 관련된 경험인

근무연한, 산업에 특화된 경험인 관련 산업 경험 유무로 분류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CEO의 나이, 근무연한, 교육수준,

IT기업 경험유무를 독립변수로 하고, 스타트업 인수 횟수를 종속변수로

한 연구 가설을 설계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스타트업 인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92개의 IT기업,

140명의 CEO 데이터를 기반으로 626개의 연구표본으로 실증 분석을

진행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한 실증 분석 결과 CEO의 나이가

젊을수록, 근무연한이 짧을수록, IT기업 경험이 있을수록 스타트업 인수

횟수가 증가 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CEO의 교육수준은 스타트업



인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개인적 수준의 CEO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스타트업 인수를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 검증하고 있다.

주 제 어 : 최고경영자 특성, 스타트업, 인수 활동, 하이테크 기업.

Upper echelon theory(상층부 이론). 인적 자본

학 번 : 2014-20410



목 차

1. 서론 ..........................................................................................1

2.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3

2.1. 하이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인수 활동 ...............................................3

2.2 CEO의 특성과 스타트업 인수 ............................................................4

2.2.1 CEO의 나이와 스타트업 인수 ...............................................6

2.2.2 CEO의 근무연한과 스타트업 인수 .......................................8

2.2.3 CEO의 교육수준과 스타트업 인수 .......................................9

2.2.4 IT기업 경험유무와 스타트업 인수 .....................................10

3. 연구 방법 ..............................................................................12

3.1. 표본 및 자료 수집 방법 .....................................................................12

3.2. 변수 측정 ................................................................................................13

4. 분석 방법 및 결과 ..............................................................16

4.1. CEO의 나이와 스타트업 인수 ..........................................................16

4.2. CEO의 근무연한과 스타트업 인수 ..................................................19

4.3. CEO의 교육수준과 스타트업 인수 ..................................................21

4.4. CEO의 IT기업 경험유무와 스타트업 인수 ...................................24

5. 결론 및 논의 ........................................................................27

참고문헌 .....................................................................................30

Abstract .....................................................................................37



- 1 -

I. 서론  

글로벌 IT M&A 거래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IT

산업에서 인수합병 열풍이 불고 있다. Thompson Roeters에 따르면 지난

해 테크놀로지 부문 M&A 거래 규모는 4596억달러로 지난 2000년 4124

억 달러에 비해 11% 증가했다. 과거 3년간 M&A는 횟수뿐만 아니라 금

액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힌다.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은 딥마인

드와 같은 기술력 있는 미래형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지식을 창출하고,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IT 기업은 기

술력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함으로써, 더 빠르게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

할 수 있다. 반면 스타트업 창업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서비스를 장기

적으로 끌고 갈 수 있거나 큰 금액으로 엑싯을 할 수 있는 상호적인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로벌 IT기업들의 스타트업 인수 활동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주목할 점은 최고경영자(이하, CEO라 칭함)의 특성에 따

라 인수를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야후의

경우 마리사 메이어가 CEO로 취임한 이후 20개월 동안 37개의 스타트

업을 인수하였다. 또한 스티브 잡스는 인수를 선호하지 않았던 CEO였던

반면에, 팀 쿡이 애플의 CEO로써 취임한 이후 18개월동안 24개의 인수

를 시행하였다. 특히 이들이 인수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기술 기반의 스

타트업이다.

CEO의 대리인 문제에 관한 높은 개념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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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존 문헌들은 대리인 문제가 CEO 개인 수준에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하였다. 인수의 원인과 성과에 대해서는 기존 문헌연구에

서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하게 조사되었지만, 인수 활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써 CEO의 개인적인 특성과 인수 활동을 연계 시킨 연구는 아

직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특히 스타트업 인수 자체가 과거에는 많이 발

생하지 않았고, 비교적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 중요성에 비해 선

행 연구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

경 속에서 기업의 혁신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IT기업

들의 스타트업 인수에, CEO의 고유한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CEO 수준의 변화가 기

업의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인수 합병의 대리인 문

제에 관한 문헌 연구에 기여하며, 그동안 잘 연구되지 않은 스타트업 인

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인 서론에 이어서 제 2장

에서는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인수 활동의 중요성과, 상층부 이론을 기반

으로 한 CEO의 특성에 대한 기존 문헌 연구와 함께 연구 가설이 제시

된다. 제 3장에서는 실증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 연구 모형과 변수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가 제시된다. 제 4장에서는 수립된 가설을 실증 분석

한 결과가 제시되며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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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2.1. 하이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인수 활동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많은 기업들은 내부 개발이나 제휴와

같은 메커니즘에 의지하기 보다는, 새로운 기술이나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 인수를 선택한다(Haspeslagh and Jemison 1991, Kozin and Young

1994).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하이테크 산업에서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인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Higgins

and Rodriguez 2006).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볼 때,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습득하기 위한 인수 활동은 하이테크 산업에서

특히 중요하고(Kozin and Young 1994), 인수를 통한 혁신과 기술

소싱은 하이테크 산업에서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다(Blonigen and

Taylor, 2000; Puranam et al, 2006; Graebner, 2004).

하이테크 산업에서 인수는 대기업의 다각화를 위한 수단이나 재

무적인 동기보다는 혁신을 위한 활동의 목적으로 행해진다(Chaudhuri

and Tabrizi, 1998). 또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피인수되는 기업의 연령

이 높을수록, 더 빠른 재무적 이익을 가져오지만(Chaudhuri et al. 2005),

인수 기업의 새로운 제품 출시율은 줄어든다고 밝혀졌다(Puranam et al,

2006). 즉 피인수 되는 기업이 신생 기업일수록 새로운 제품 출시율이

올라가며, 혁신을 위한 활동이 목적이다. 특히 하이테크 산업은 빠른 속

도로 변화하는 산업이기에, 경쟁자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기업들은

스타트업 인수활동을 통해 빠른 혁신을 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는

다.

급변하는 정보통신 산업에서 전세계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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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현 이후 모바일 기반의 기술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많은 스타트업 조직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또한 이러한

스타트업들의 최종 목적은 IPO나 인수를 통한 exit이 대다수이며, 산업

내의 스타트업 구매자들인 IT 대기업들 또한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고

습득하거나 그들의 내부적인 R&D를 보완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써 인

수를 실행하고 있다(Gans and Stern 2003).

신제품을 출시하는 속도에 대한 압박은 종종 자체적으로 내부에

서 개발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구글, MS, 시스코 같은 기업은

공격적인 인수 프로그램과 함께 내부 R&D와 혁신을 위한 탐색을 한다.

이러한 공격적인 인수 프로그램은 새로운 성장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략적 구매자들을 성숙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에 베팅할 수 있

는 방법으로써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Ransbotham and Mitra,

2010). 인수는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탐색적 요소를 증가시키며

(Chesbrough 2003), 인수 기업이 제품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빈 자리

(gap)을 채울 수 있게 한다(Ding and Eliashberg, 2002).

요즘은 하이테크 산업에서 혁신과 제품 개발 과정에서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외부의 새로운 기술을 인수하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트렌드

가 되었다. 하지만 하이테크 산업의 스타트업 인수 열풍이 비교적 최근

에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스타트업 인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2  CEO의 특성과 스타트업 인수 

이 논문은 CEO의 특성과 조직성과 사이에 특정 관계가 있다는

상층부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Hambrick & Mason, 1984). CEO의 특성

은 CEO의 인식적, 심리적 기저와 그들의 지식 기반을 설명해주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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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준다(Datta

and Rajagopalan, 1998; Keisler and Sproull,1982)

이 연구에서 최고 경영진 대신에 최고 경영자에 집중한 이유는,

종속변수가 스타트업 인수이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의 경우에 가장 높

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능적 배경이나 성향과 같은 특

성이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Hayward & Hambrick, 1997). 특히 인수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CEO의 결정이 중요하다. CEO는 인수할 타겟을 평가하고, 결정을 한 후

에 인수 전략을 직접 실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후나 애플

처럼 CEO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기업이 인수를 많이 하고, 많이 하지

않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다.

기존에는 CEO의 인적 자본 특성과 제휴(Kim and Higgins,

2007), R&D(Barker et al, 2002), 기술 혁신(Song & Chae, 2009), IPO

(최영근,2012)와 같은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되었으나, 하이테크 기업의

중요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CEO의 스타트업 인수에 대한 실증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미미하다.

기존에 CEO와 인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CEO의

Overconfidence와 hubris를 인수와 연결한 연구가 있다. 더 큰 자신감을

가진 CEO가 인수를 더 많이 행하고, 인수 타깃 기업에 대해 값어치 이

상의 비싼 값을 매기는 영향이 있다(Roll, 1986). 또한 Malmendier and

Tate (2008)는 자신감이 넘치는 CEO일수록 인수를 더 많이 행하고, 다

양한 인수를 한다고 밝혔다.

CEO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인수를 연결한 연구를 살펴보면,

CEO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수를 하는 경향이 줄어든다는 선행 연구

가 있지만(Yim, 2013), 하이테크 산업이나 스타트업 인수가 아닌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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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산업에 대한 내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이테크 기업에서

스타트업 인수를 선호하는 CEO의 특성이 존재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구분한 경험유형을 바탕으로 최고

경영자의 인적 자본을 나이, 교육수준, 근무연한, 관련 경험으로 분류하

였다(Cooper et al, 1994). 기존 연구에 따르면 경영자의 경험은 특성에

따라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경험 유형은 창업자의 일반적인 경

험인 나이, 교육, 성별, 인종 등이다. 두번째 경험 유형은 경영 노하우에

관련된 경험으로 기능적 배경으로 나눈 업무 경험이나 직무경험을 말한

다. 세번째 유형은 산업에 특화된 노하우와 관련된 경험으로 유사한 산

업에서 종사한 경험에서 습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Vesper, 1980).

본 연구는 이러한 경영자의 경험유형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의 특성을

나이, 근무연한, 교육수준, 유사산업 경험 유무로 분류하여 가설을 설정

하였다.

2.2.1 CEO의 나이와 스타트업 인수 

CEO는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을 회피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MacCrimmon and Wehrung, 1986), 재무상과

경력상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전략적 방향에 주된

변화를 주는 위험한 결정을 피하려고 한다(Vroom & Pahl, 1971). 또한

CEO의 나이가 많을수록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줄어들고, 과거 전략을

유지하고자 하며, 새로운 대안에 대해 제한된 탐색(exploration)과

전략적 변화를 할 가능성이 적다(Wiersema and Bantel, 1992). 나이가

많은 CEO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덜 하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생각이 들 경우 빨리 철회하려고 한다. 즉 나이 많은 CEO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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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변화를 위한 리더십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확신이 결여되어있다

(Taylor, 1975).

반면에 나이가 젊은 경영자들은 기업의 전략을 수립할 때 나이가

많은 경영자들에 비해 성장을 추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적인 경영을 한다(Child,1972; Hitt and Tyler,1991;

Wiersema and Bantel, 1992). 이들은 높은 수준의 전략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위험을 회피하는 나이 많은 경영자들과는 달리 위험

선호(risk-taking behaviors)의 경향을 나타낸다(Vroom and Pahl, 1971).

또한 경영자와 인수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Hitt and

Tyler (1991)는 경영진의 나이가 인수 후보자의 전략적인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사람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연성이 감소하고 변화에

대한 저항이 증가한다고 한다. Yim(2013)은 젊은 CEO들은 나이 많은

CEO보다 인수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경력의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인수를 추구할 강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은 전략적 변화와 도전적인

탐색(exploration)의 과정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경향이 더 적을 것이다. 이에 따라 나이가 젊은 CEO일수록

스타트업 인수에 더 호의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반면에 Musteen et al.(2006)은 CEO의 나이가 CEO의 혁신성과

유의적인 인과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CEO의

나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주장은 상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EO의 나이와 스타트업 인수에 대해 아래의 대립되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가설 1-1:  CEO의 나이는 스타트업 인수와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1-2:  CEO의 나이는 스타트업 인수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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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CEO의 근무연한과 스타트업 인수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조직에서 긴 임기를 가진 CEO이수록, 조

직의 기존 루틴과 프로세스의 틀에 박혀 있어서, 새로운 정보 탐색을 제

한하게 되고, 기존의 현상을 유지(status quo)하려는 경향이 있다(Daft

and Weick, 1984; Staw and Ross, 1980; Tushman and Romanelli,

1985; Hambrick and Mason, 1984). Miller(1991)는 임기가 긴 회사의

CEO 일수록, 주변 환경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적절한 전략과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고 밝혀냈다. 또한 조직에서 긴 임기를 가진 경영자일수록

현 상태에 대해 심리적으로, 실체적으로 이미 많은 것을 투자하였기 때

문에, 조직과 전략이 변화할 경우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클 것이다

(Hambrick, Geletkanycz and Fredrickson, 1993). 따라서 임기가 짧은

CEO일수록 새로운 정보탐색을 하며 변화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스타트

업 인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반면에 상반된 주장도 존재한다. 임기 초기에 발생하는 광범위한

학습과 성장, 충분한 업무 지식의 습득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Hambrick and Fukutomi, 1991), 적어도 몇 년의 경험을 가진 CEO는

회사 내에서 경험이 없는 CEO보다 인수를 더 잘 시행할 수 있을 것이

다. 이 단계에서 CEO는 효과적인 인수에 도움되는 관련된 업무 지식과,

자신감, 경쟁적인 상황에 대한 요소들과 친숙해 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

은 인수로부터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새로운 지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는 것, 기업의 민첩성을 유지하는 것, 제도적 타성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Hayward,2002). 또한 새로운 CEO는 임

기가 긴 CEO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power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주보다 더 강력하게 CEO의 생각대로 인수를 행할 수 있는 위

치에 있지 않다. 임기가 길어지면서 CEO가 power를 축적할 수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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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로 자신이 관심을 두는 인수를 주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Walters et al, 2007). 또

한 한 기업에서 임기가 긴 CEO일수록, 기술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관련

된 혁신을 하기 위한 투자에 더 긍정적이 되기 때문에 (Hayes and

Abernathy, 1980), 혁신을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써 스타트업 인수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CEO의 임기와 스타트업

인수에 대해 아래의 두 가지 대립되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2-1:  CEO의 임기는 스타트업 인수와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  CEO의 임기는 스타트업 인수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2.2.3 CEO의 교육수준과 스타트업 인수 

상층부 이론에서 경영자의 교육 수준도 개인의 가치와 인식적 선

호의 지표로 많이 분석되었다(Daellenbach, McCarthy, and Schoenecker,

1999). 기존 연구에서 경영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조합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며, 정보처리 능력

이 뛰어나고 혁신의 수용력이 높다고 알려졌다(Bantel and Jackson,

1989; Kimberly and Evanisko,1981; Rogers and Shoemaker, 1971). 또한

경영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호성에 대한 관용과, 다양한 대안을 처

리할 수 있는 능력,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더 높으며, 기존의 전략을 유

지하려는 경향이 줄어든다(Dollinger,1984).

스타트업 인수 활동은 조직과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인수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수용력이 높고, 다양한 대안을 처리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낮은 CEO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CEO일수록, 스타트업 인수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크다.



- 10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EO의 교육 수준과 관련하여 다음의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CEO의 높은 교육수준은 스타트업 인수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2.2.4 IT기업 경험유무와 스타트업 인수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경영자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서로

다른 업무 분야를 가진 사람들은 상이한 지식, 관점, 태도를 가진다. 따

라서 주로 일해 온 업무 분야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목표와 문제를 설

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Hambrick and Mason,1984; Dearborn

and Simon, 1958). Hambrick and Mason(1984)은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반이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과 일치될 경우에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경영의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된 산

업에 대한 경험은 해당 산업 내에서의 기회나 위협, 경쟁과 규제 상황과

같은 중요한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된다(Kor, 2003). 이에 따라 CEO가 IT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을 경우에, IT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CEO보다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기반이 탄탄할 것이다.

또한 경영자가 경험을 쌓은 업무의 분야는 추후 전략적인 의사결

정을 할 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Michel and Hambrick, 1992). IT 기업

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CEO가 IT산업에 대한 이해가 보다 높으며,

CEO의 심리적, 행태적 특성으로 인해 경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반면에 하나의 기업에서만 근무한 경영자는, 기존의 지식에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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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현상유지 현상이 일어나 새로운 정보 탐색을 제한하게 된다. 즉

다른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을수록 새로운 정보탐색에 적극적이며

변화에 수용적일 수 있다(Hambrick and Mason, 1984; Staw and Ross,

1980; Stevens, Beyer, and Trice, 1978; Alutto and Hrebiniak, 1975). 게

다가 경영자들은 관련된 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외부 네트워크

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획득할 수 있기에 사업 기회 포착 및 새로운 제

품과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출시할 수 있다(Castanias & Helfat, 1991).

종합해보면 IT 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산업

과 관련한 필요한 지식기반과 전문성, 외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Kor, 2003; Castanias & Helfat, 1991), 새로운 정보 탐색에 적극적일 것

이다. 또한 스타트업을 많이 인수하는 주체가 IT 기업임을 감안할 때,

IT 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경영자는 그렇지 않은 경영자보다 스타트업

인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CEO의 IT기업 근무 여부는 스타트업 인수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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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특성

1) 나이 (-) or (+)

2) 근무연한 (-) or (+)

3) 교육수준 (+)

4) IT기업 경험 유무 (+)

       <그림 1>  CEO의 특성과 스타트업 인수에 대한 연구 모형

III. 연구 방법 

3.1. 표본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스타트업을 인수한 미국의 IT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기간을 비교적 최근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로 잡은 이유는,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에서 스타트업 인수

열풍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 시기이기 때문이다. 2015년은 데이터의

한계로 배제되었다. 구체적으로 IT 기업 중에서 COMPUSTAT과 SDC

Platinum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하이테크 산업의 대표적인

분석대상인 컴퓨터 용품, 전자, 소프트웨어, 통신업의 4가지 분류의

기업들을 포함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이러한 미국의 IT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공격적으로 스타트업을 가장 많이 인수하는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페이스북, 애플 등이 속해있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연구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의 수집은 SDC Platinum ,

COMPUSTST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SDC Platinum에서

  스타트업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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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인수된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피인수 기업

중에도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인수로 제한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SDC에서 High technology company로 지정된 기업.

2) 인수되는 시점이 회사가 설립된지 10년 이내인 기업(Davila &

Foster, 2005). (인수된 연도에서 설립된 연도를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SDC Platinum은 타겟 기업의 설립 년도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 기사나 각 회사의 홈페이지, 기타 정보를 통해 정보를 직접

수집하였다. 인수를 하는 모기업과 CEO에 대한 정보는

COMPUSTAT과 Bloomberg, Forbes의 기업인 정보, 각 회사의

홈페이지, 기사 검색 등을 활용하였다. 자료를 얻을 수 없었던 기업들을

제외하고 2009부터 2014년의 기간동안 92개 IT 기업, 140명의 CEO, 총

626개의 연구표본이 최종 샘플에 포함되었다.

3.2. 변수 측정 

종속 변수는 해당 기업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각 연도별로

매년 새롭게 행한 스타트업의 인수 횟수로 측정하였다. 인수를 규모가

아닌 횟수로 측정한 이유는 기존 연구에서도 매년 새롭게 행한 인수

횟수를 종속변수로 이용한 바가 있으며(Wang & Zajac, 2007), 특히

스타트업 인수에 대한 가격 정보는 대부분 비공개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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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CEO의 특성 중 4가지 변수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네 가지 변수는 CEO의 나이, 근무연한, 교육수준, IT

기업 경험유무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변수 측정

방법이 사용되었다.

첫번째로, CEO의 나이는 분석대상 년도에서 출생년도를

차감하여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분석대상 년도가 2012년이고 CEO가

1960년생일 경우 2014 CEO의 나이는 54세이다.

두번째로 CEO의 근무연한은 Wu et al.(2005)의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해당 기업에 CEO로 취임한 후에 관찰년도까지 근속한

기간을 측정하는 변수로써, 관찰년도에서 CEO로써 입사한 연도를

차감하여 측정하였다.

세번째로 CEO의 교육수준 변수는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사, 석사, 박사의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CEO의 교육수준은 대학 학위가 없으면 0, 학사 학위를

득하였으면 1, 석사나 MBA, 법학박사 (J.D.)를 취득하였으면 2, 박사

학위(Ph.D.)를 취득하였으면 3으로 표기함으로써, 총 4점 스케일로

하여 계산하였다(Barker and Mueller, 2002;Daellenbach, McCarthy,

and Schoenecker, 1999).

네번째로, CEO의 관련 근무경험은 더미변수로써, IT기업

근무경험이 있는경우 ‘1’의 값을,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이전 기업 성과, 기업 규모, 기업 연령, CEO

인수 경험, 연도별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첫번째 통제변수로는 이전

기업 성과를 통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 성과는 기업의

전략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Gulati and Gargiulo,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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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졌다(Agrawal and

Knoeber,1996). 이전 기업성과는 선행연구를 따라 자산수익률(ROA)로

측정하였다. 자산수익률(ROA)은 해당 년도의 기말 시점에서의 자산

규모와 이전 년도의 기말 시점에서의 자산 규모의 평균을 해당 년도의

당기 순이익으로 나눠서 구한 값을 사용하였다

두번째로 기업 규모는 인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Kumar, 1985) 기업규모를 통제하였다.. 기업 규모

커질 수록 스타트업 인수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된다. 기업 규모는 직전 년도의 매출액으로 측정하였다.

세번째로 기업의 연령도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Yim,

2013). 기업의 연령이 길수록 스타트업 인수를 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기업 연령을 통제하였으며, 기업 연령은 설립 이후부터

관찰년도까지의 기간을 연도 수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네번째로 CEO의 인수 경험을 통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CEO가 이전에 인수한 경험이, 추후의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Bruton et al, 1994). CEO가 관찰년도 이전 5년 이내에 현

기업에서든, 전 기업에서든 인수를 한 경험이 있을 경우에 ‘1’, 없을

경우에는 ‘0’ 의 값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매년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스타트업 인수의 횟수를 측정하므로 계열 상관이 가능한 경우를

통제해야 한다. 따라서 2009을 기준으로 각 해당 년도에 대한 연도별

더미변수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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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인수 횟수

독립변수 B SE Beta t p VIF DW R2 F

CEO 나이 -.070 .015 -.211 -4.657 .000** 1.254

1.191 .147 8.991
(.000)

기업 연령 .010 .008 .059 1.232 .219 1.379

이전 기업 성과 1.155 .819 .058 1.410 .159 1.024

기업 규모 .001 .000 .169 3.928 .000 1.135

CEO의 인수 경험 2.336 .352 .273 6.635 .000 1.031

2009년 -.292 .426 -.036 -.685 .494 1.654

2011년 -.008 .415 -.001 -.019 .985 1.678

2012년 -.506 .419 -.063 -1.207 .228 1.666

2013년 -.432 .422 -.053 -1.022 .307 1.673

2014년 -.114 .421 -.014 -.272 .786 1.660

IV. 분석 방법 및 결과

4.1. CEO의 나이와 스타트업 인수

CEO의 나이가 스타트업 인수 횟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CEO의 나이와 스타트업 인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p<0.05, **p<0.01 ad R2=.131 (2010년은 공선성 문제로 자동제거됨)

분석결과 모형 F값이 8.99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

이라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R2이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 요

소에 의해서 설명 될 수 있는 종속 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의미한다.

R2은 14.7%으로 높은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Variation

Inflation Factor (다중공선성)은 1부터 무한대가지 수를 가지므로 1이상

부터 10 이하는 다중공성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VIF 는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성문제가 없다. Durbin-Watson의 결과 2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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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기상관이 없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조건이 만족된다. 그러므로 변

수에 이상은 없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

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CEO 나이를 살펴보면, B의 값이 -.070으로 나타났다.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4.657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의 값이

-0.211이므로 CEO의 나이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스타트업 인수 횟

수는 -.211(-21.1%) 감소하게 된다. . 따라서 가설 1-1인 ‘CEO의 나

이는 스타트업 인수와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는 지지된다.

통제변수인 기업 연령을 살펴보면, B의 값이 0.010으로 나타났다. 검

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232이고 유의확률이 0.219이므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기업 성과를 살펴보면, B의 값이 1.15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

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410이고 유의확률이 0.15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를 살펴보면, B의 값이 0.001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928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의 값이 0.169이므로

기업 규모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스타트업 인수 횟수는

0.169(16.9%) 증가하게 된다.

CEO의 인수 경험을 살펴보면, B의 값이 2.336으로 나타났다.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6.635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의 값이

0.273이므로 CEO의 인수경험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스타트업 인수

횟수는 0.273(27.3%)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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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을 살펴보면, B의 값이 -.292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

펴보면, t값이 -.685이고 유의확률이 0.49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을 살펴보면, B의 값이 -.008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

펴보면, t값이 -.019이고 유의확률이 0.98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을 살펴보면, B의 값이 -.50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

펴보면, t값이 -1.207이고 유의확률이 0.228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을 살펴보면, B의 값이 -.432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

펴보면, t값이 -1.022이고 유의확률이 0.30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을 살펴보면, B의 값이 -.11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

펴보면, t값이 -.272이고 유의확률이 0.78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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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인수 횟수

독립변수 B SE Beta t p VIF DW R2 F

CEO 근무연한 -.032 .015 -.091 -2.196 .029
* 1.016

1.160 .119 7.026
(.000)

기업 연령 -.007 .008 -.039 -.887 .375 1.121

이전 기업 성과 .914 .833 .046 1.098 .273 1.022

기업 규모 .100 .000 .182 4.156 .000 1.130

CEO의 인수 경험 2.275 .361 .264 6.302 .000 1.037

-.306 .433 -.037 -.706 .481 1.6542009년

.026 .422 .003 .060 .952 1.6772011년

-.496 .427 -.062 -1.163 .245 1.6662012년

-.397 .431 -.049 -.921 .357 1.6702013년

-.130 .428 -.016 -.305 .761 1.6592014년

4.2. CEO의 근무연한과 스타트업 인수 

CEO의 근무연한이 스타트업 인수 횟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CEO의 근무연한과 스타트업 인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p<0.05, **p<0.01 ad R2=.102 (2010년은 공선성 문제로 자동제거됨)

모형 F값이 7.0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R2이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 요소에 의해

서 설명 될 수 있는 종속 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의미한다. R2은 11.9%

으로 높은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Variation Inflation

Factor (다중공선성)은 1부터 무한대가지 수를 가지므로 1이상부터 10

이하는 다중공성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VIF 는 10 이하

이므로 다중공성문제가 없다. Durbin-Watson의 결과 2에 가까움으로 자

기상관이 없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조건이 만족된다. 그러므로 변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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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없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

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CEO의 근무 연한을 살펴보면, B의 값이 -.032으로 나타났

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196이고 유의확률이 0.029이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의

값이 -0.091이므로 CEO의 근무연한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스타트업

인수 횟수는 -.091(-9.1%)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가설 2-1 ‘CEO의

근무연한은 스타트업 인수와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이 지지된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 연령을 살펴보면, B의 값이

-.007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887이고 유의확률이

0.37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전 기업 성과를 살펴보면, B의 값이 0.91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

계량을 보면, t값이 1.098이고 유의확률이 0.273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를 살펴보면, B의 값이 1.388E-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

량을 살펴보면, t값이 4.156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의 값이 0.182이

므로 기업 규모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스타트업 인수 건수는

0.182(18.2%) 증가하게 된다.

CEO의 인수 경험을 살펴보면, B의 값이 2.275으로 나타났다.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6.302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의 값이 0.264

이므로 CEO의 인수경험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스타트업 인수 횟수

는 0.264(26.4%)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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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인수 횟수

독립변수 B SE Beta t p VIF DW R2 F

교육수준 -.046 .176 -.011 -.264 .792 1.005

1.150 .112 6.558
(.000)

기업 연령 -.007 .008 -.037 -.849 .396 1.121

이전 기업 성과 .950 .835 .048 1.138 .256 1.023

2009년을 보면, B의 값이 -.30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

면, t값이 -.706이고 유의확률이 0.48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을 살펴보면, B의 값이 0.02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

펴보면, t값이 0.060이고 유의확률이 0.95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을 보면, B의 값이 -.49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

면, t값이 -1.163이고 유의확률이 0.24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을 살펴보면, B의 값이 -.397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

펴보면, t값이 -.921이고 유의확률이 0.35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을 보면, B의 값이 -.13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

면, t값이 -.305이고 유의확률이 0.76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CEO의 교육수준과 스타트업 인수 

CEO의 교육수준이 스타트업 인수 횟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CEO의 교육수준과 스타트업 인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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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 .001 .000 .187 4.264 .000 1.127

CEO의 인수 경험 2.194 .358 .256 6.130 .000 1.024

1.655.495-.683-.036.435-.2972009년

1.678.947.066.004.424.0282011년

1.666.240-1.17
6-.063.428-.5032012년

1.672.351-.933-.050.431-.4022013년

1.660.749-.320-.017.429-.1372014년

*p<0.05, **p<0.01 ad R2=.095 (2010년은 공선성 문제로 자동제거됨)

모형 F값이 6.55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R2이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 요소에 의해

서 설명 될 수 있는 종속 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의미한다. R2은 11.2%

으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Variation Inflation

Factor (다중공선성)은 1부터 무한대가지 수를 가지므로 1이상부터 10

이하는 다중공성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VIF 는 10 이하

이므로 다중공성문제가 없다. Durbin-Watson의 결과 2에 가까움으로 자

기상관이 없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조건이 만족된다. 그러므로 변수에 이

상은 없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

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B의 값이 -.04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

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64이고 유의확률이 0.79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인 ‘

CEO의 교육수준은 스타트업 인수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는 기

각된다.

기업 연령을 살펴보면, B의 값이 -.007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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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t값이 -.849이고 유의확률이 0.39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기업 성과를 살펴보면, B의 값이 0.95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

계량을 보면, t값이 1.138이고 유의확률이 0.25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를 살펴보면, B의 값이 1.427E-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

량을 살펴보면, t값이 4.264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의 값이 0.187이

므로 기업 규모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스타트업 인수 횟수는

0.187(18.7%) 증가하게 된다.

CEO의 인수 경험을 살펴보면, B의 값이 2.194으로 나타났다.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6.130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의 값이 0.256

이므로 CEO의 인수 경험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스타트업 인수 횟수

는 0.256(25.6%) 증가하게 된다.

2009년을 살펴보면, B의 값이 -.297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

펴보면, t값이 -.683이고 유의확률이 0.49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을 보면, B의 값이 0.028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

면, t값이 0.066이고 유의확률이 0.94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을 살펴보면, B의 값이 -.50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

펴보면, t값이 -1.176이고 유의확률이 0.24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을 보면, B의 값이 -.402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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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인수 횟수

독립변수 B SE Beta t p VIF DW R2 F

IT기업 경험 유무 .973 .277 .150 3.507 .000** 1.089

1.165 .132 7.924
(.000)

기업 연령 -.007 .008 -.039 -.903 .367 1.119

이전 기업 성과 1.220 .830 .061 1.469 .142 1.031

기업 규모 .001 .000 .173 3.976 .000 1.136

CEO의 인수 경험 1.881 .365 .220 5.154 .000 1.088

2009년 -.266 .430 -.032 -.618 .537 1.655

2011년 .034 .419 .004 .081 .935 1.677

2012년 -.496 .423 -.062 -1.171 .242 1.666

2013년 -.390 .427 -.048 -.912 .362 1.666

2014년 -.119 .425 -.015 -.281 .779 1.659

면, t값이 -.933이고 유의확률이 0.35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을 살펴보면, B의 값이 -.137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

펴보면, t값이 -.320이고 유의확률이 0.74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CEO의 IT기업 경험 유무와 스타트업 인수

CEO의 IT기업 경험 유무가 스타트업 인수 횟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CEO의 IT기업 경험유무와 스타트업 인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p<0.05, **p<0.01 ad =.116 (2010년은 공성선 문제로 자동 제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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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F값이 7.92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R2이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 요소에 의해서

설명 될 수 있는 종속 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의미한다. R2은 13.2%으로

높은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Variation Inflation Factor

(다중공선성)은 1부터 무한대가지 수를 가지므로 1이상부터 10 이하는

다중공성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VIF 는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성문제가 없다. Durbin-Watson의 결과 2에 가까움으로 자기상관

이 없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조건이 만족된다. 그러므로 변수에 이상은 없

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

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IT 기업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B의 값이 0.973으로 나타났

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507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의

값이 0.150이므로 CEO의 IT기업 경험유무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스

타트업 인수 횟수는 0.150(15.0%)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가설 4(

CEO의 IT기업 근무 여부는 스타트업 인수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

다) 는 지지된다.

기업 연령을 살펴보면, B의 값이 -.007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903이고 유의확률이 0.36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기업 성과를 살펴보면, B의 값이 1.22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

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469이고 유의확률이 0.14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을 살펴보면, B의 값이 0.001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976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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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의 값이 0.173이므로

기업규모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스타트업 인수 횟수는 0.173(17.3%)

증가하게 된다.

CEO의 인수경험을 살펴보면, B의 값이 1.881으로 나타났다. 검정통

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5.154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의 값이 0.220

이므로 CEO의 인수경험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스타트업 인수 횟수

는 0.220(22.0%) 증가하게 된다.

2009년을 살펴보면, B의 값이 -.26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

펴보면, t값이 -.618이고 유의확률이 0.53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을 보면, B의 값이 0.03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

면, t값이 0.081이고 유의확률이 0.93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을 살펴보면, B의 값이 -.49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

펴보면, t값이 -1.171이고 유의확률이 0.24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을 보면, B의 값이 -.39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

면, t값이 -.912이고 유의확률이 0.36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을 살펴보면, B의 값이 -.11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

펴보면, t값이 -.281이고 유의확률이 0.77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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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를 종합하면 CEO의 나이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스타트

업 인수 횟수는 21.1% 감소하여 가설 1-1이 지지되고, CEO의 근무연한

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스타트업 인수 횟수는 -9.1% 감소하여 가설

2-1이 지지되며, IT기업 경험유무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스타트업 인수

횟수는 15% 증가하여 가설 4는 지지된다. 반면 CEO의 교육수준에 대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통제변수의 경우 기업 규모와 CEO의 인수 경험은 스타트업 인

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

업 연령, 이전기업 성과, 연도별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낼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가설 1-1과 가설 2-1, 그리고 가설 4가 지지되고 가설

3은 기각되었으며, CEO의 특성 중 나이가 적을수록, 근무연한이 짧을수

록, IT기업에서의 경험이 있을수록 스타트업 인수를 많이 한다는 유의미

한 설명력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빠르게 변화하는 IT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IT 기업들은 기

술기반의 스타트업 인수를 중요한 전략으로써 실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층부 이론을 바탕으로 CEO의 특성이 스타트업 인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에 목적이 잇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인수열풍이 불기 시작한 때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92개의 IT기업,

140명의 CEO 데이터로 수집된 626개의 연구표본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

을 실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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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CEO의 나이가 젊을수록, 스타트업 인수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문헌 연구대로 CEO의 나이가 어

릴수록, 위험 감수적이고 전략적인 변화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스타트업 인수를 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CEO의 근무연한이 짧을수록 스타트업 인수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조직에서 긴 임기를 가진 CEO이수록, 기존 현상을 유지하

려 하고 새로운 정보 탐색을 제한하게 되므로 스타트업 인수에 대해 부

정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CEO의 근무연한에 대한 가설은 스타트

업 인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밝혀졌

다.

셋째, CEO의 교육수준은 스타트업 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IT 기업의 경우 마크 주커버그나 스

티브 잡스처럼 대학 중퇴를 하고 창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특히 IT산업 내에서는 교육수준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CEO의 IT기업 근무 여부는 스타트업 인수에 긍정적

인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IT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

을수록 주변 산업이나 상황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외부적인 네트워크를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인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

치에 있을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에 대한 실증분석 에서는 기업 규모와 CEO의 인

수 경험은 스타트업 인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고, 기업

연령, 이전기업 성과, 연도별 더미변수는 스타트업 인수에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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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으로 CEO의 특성과

스타트업 인수에 대해 최초로 실증 분석을 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인수 기업을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으로 한정하고, 최초로 CEO의 특

성과 연결시켜 IT 기업들이 공격적인 스타트업 인수를 하는 현상에 대

해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스타트업 인수에 있어서 CEO의 특성을 CEO

개인의 경험유형을 기반으로 나이, 근무연한, 교육수준, IT기업 경험 유

무로 분류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 수준

의 CEO의 특정한 특성이 스타트업 인수를 더 많이 하는 것에 어느 정

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과

보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료의 한계로 CEO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변수를 포함하

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된 변수 외에도 스타트업 인수를 선호하는

CEO의 다른 특성을 추후 연구에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스타트업 인수를 건수로 측정하였

다. 이는 인수와 관련한 자료에서 스타트업 인수에 대한 규모나 목적이

비공개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을 인수한

목적이나 스타트업의 업종과 같은 종속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가

능할 것이다.

셋째, 스타트업 인수를 미국의 IT 대기업이 많이 하기 때문에 특

정 업종과 산업으로 제한하였다. 추후 다른 국가나 업종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관찰함으로써, 산업에 특성을 반영한 변수를 활용해

추가적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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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EO Characteristics 
of High-tech Firms 

on Start-up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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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EO 

characteristics of high-tech firms on start-up acquisition. Based on 

upper-echelon theory and prior studies, this study classifies CEO 

characteristics based on human capital by general human capital, 

management know-how and industry-specific know-how.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develop four hypothesis on effects of individual CEO 

characteristics of IT firms such as age, tenure, education level, experience at 

IT firms on the propensity to acquire start-up. This study tests the 

hypothesis empirically using the data of United States which consists of 92 

IT firms, 140 CEOs and total of 626 data during 2009-2014. The primary 

data source was from SDC Platinum and COMPUSTAT with some amount 

of hand-collected data. Result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propensity to acquire start-up is likely to increase as CEO has younger age, 

shorter tenure and experience in IT firms. However, it is found that C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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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level doesn’t affect the propensity to acquire start-up.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at specif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EOs can 

affect the acquisition of start-ups. 

Key words: CEO Characteristics, Start-up, High-tech firms, 

           Upper echelon theory, Huma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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