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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M&A를 위한

Cul tural Due Di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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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의 실패증가와 문화충돌관리

m

문화충돌과 문화관리

M&A와 기업문화관리에 관한 기존연구

W

걷 콘

1. M&A의 실패증가와 문화충돌관리
1

반 이상이 실패하는

M&A

우리는 언론매체릎 통해 세계적인 기업들간에 천문학적 금액이 오가는 굵직굵직한
M&A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M&A를 통한 기업간 갤합현상은 이미 현대 기

업경영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으며， 오늘날 그 추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세계 산업계는 구조조정에 의해 끊임없이 재편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세겨1

산업계의 역사는 구조조정의 역사라고 할만큼， 업계의 지도는 업체간의 결합 · 협력을 풍
해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별 경쟁상황 하에서 ‘기업간 구조조정’이
기업내 구조조정’보다 한층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한 기업이 경영요

소의 모든 변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다는 갓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내 구조조정’만으로는 그 한계에 직변할 수밖에 없다

결국 ‘기업간 구조조정’을 통하여

타기업의 강점을 흡수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쟁사와 손

을 잡거나， 아예 한 봄이 되기도 해야 한다 BMW 회장의 표현처럼 실로 ”큰 기업이 작
은 기업을 먹는 세상이 아니라 빠른 기업이 느런 기업을 먹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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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추세에 반해 M&A의 결과는 매우 초라하며 다분히 회의적이다

그 결

과는 조사한 기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 M&A를 김행한 기업들 증 50-75% 가 실
패에 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제히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M&A를 실시한 기업 중 50-60% 가 결국 설패로 끝났고

1993a]. McKinsey & Co

社는 합병기업의

2/3

[Cartwright & Cooper.

이상이 합병시 발생한 비용을 은행에

예금하고 생기는 이자만큼도 합병 후 별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Magnet. 1984].
더욱이

Sherer (1994) 는

M&A가 조직의 성과플 떨어뜨렬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사기 저하， 생산성 저하， 직무 불만족， 결근， 이직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diligence 의 필요성

2. Cultural due
높은

실패율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M&A

M&A

관련 전문가

들은 한 목소리로 문화충돌 등과 갇은 기업의 문화적， 인적 자원 측면의 \)1 숙한 관랴릎

그 주범으호

꼽고

있다 [Gerard.

Ivancevich. & Power. 1987J
하고 계약을 채겹하는데

1986: Mirvis & Marks.

1986: Schweiger.

즉. M&A릎 단행하는 기업들이 인수대상기업에 접근

있어서 단순히 새무적， 세무적， 법적 요소에 대해서만 주의룹

기울이고， 반대로 기업의 문화적 측띤은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거나 계약체결 이후에 손

을 보는 방식(흔히 이를 두고 post-M&A integration 이라 했음)으로 M&A를 진행하
였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전체의

M&A
28% 에

이전에 상대기업의 문화를 제대로 측정하고 M&A를 단행하는

그친다는

Hay Group 의 조사결과는 이를 여설히 보여준다

[D eVoge & Spreier. 1999J
통합은 상이한 두 개의 회사블 하나로 만드는 법적， 재무적 과정에 그치지 않고 상이

한 기업문화

경영철학， 조직구조， 경영시스템 등을 가진 회사들을 포괄적으로 융합시켜

하나의 회사로 만드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정이다
전계획이

철저해야만

시너지

창출이

이 때， 통합과정에 관한 세부적 사

가능해지는데(따라서

pre- and post-M&A

integration으로서 문화충돌관리가 행해져야 한다) . 그렇지 않은 통합시도는 결국 ’문화

충롤을초래한다
M&A를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절차 즉.

due diligence 가 있다

흔히 전략적， 세무적， 법무적， 재무적 측면에서의 due diligence 가 진행되고 있지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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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반 이상의 M&A가 실패하는 현황에 tl] 춰 볼 때 마치 여기에는 기존에 고려하지

못했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듯하다
직간의 문화충돌을 지적하고 있다

많은 M&A전문가들은 이러한 함정으로서 두 조

그러므로 이를 무사히 헤쳐나가 성공적 M&A에 도

탈하기 위해 M&A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인 기업문화 (corporate
리를 포함하여

due

culture)

측면의 관

diligence 가 전행되어야 한다

M&A 와 관련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은 회사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마치기 때문에， 임

원(경영충)은 의사결정상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밀하게

due

diligence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 이를 방만하게 실행할 경우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을 안한 즉， 직무유기로

취급될 정도로

due

diligence는 필수적이다 실제로 HR과 문화 측면의

를 실시하지 않아 M&A 가 실패로 귀결된 경우， 주주들로부터

diligence (CDD) 를

HR

due diligence

혹은

cultural due

등한시 한 이유로 (직무유기의 죄로) 법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경

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인적 이슈’가

M&A

실패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에 대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를 등한시했다는 점에서 경영자로서 그
책임을 연하기 어렵다

Cultural due
서 전통적

due

서， 전통적
지만 확장된

diligence를 포함시켜

due

diligence 와는 다른 변화가 있다

due
d ue

첫째로 M&A시 고려되어지는 분야로

diligence 는 재무 · 세무 · 법무 · 전략적 측면이 그 대상분야가 된다
diligence 는 여기에

HR.

참재적 훼방꾼을 차단할 수 있다 [Marks ，
둘째로

diligence 가 진행될 경우 몇 가지 측면에

Schrivastava (1 986) 는

하

문화적 측면음 덧붙임으로서 문화충돌이라는

1999) ,

어떠한 기업이 선택 (choice) 되는가하는 기존의 전통

적 관점에 기업문화관리라는 측면을 첨가하여 과정 (process) 을 중시하는 관점을 강조하
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

M&A due

diligence 의

기간이 길어졌다

전통적

due

diligence 는 대상기업을 선택(혹은 선정)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적절한
피인수기업과 적절한 가격에 계약을 맺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확장된

due

diligence는 계약을 맺기 전과 후에도 실행 및 관리과정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
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길다

즉， 기존에는 M&A의 성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성공적인 M&A의 실현으로 그 초점이 옮겨진 것이다
셋째로 확장된

due

diligence는 그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

소들도 함께 고려함으로서 주주만족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만족도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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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의사결정 수준의 분포에 있어서도 전통적

d ue diligence의 경우는 최고 혹은

상층부 경영지들이 전부 혹은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확장된 due diligence 는 다양
한 계층에서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1) 과
같다

〈표

1 > 전통적 Due
전통적

구분
분야

Diligence와 확장된

Due Diligence

재무，세무，법무，전략

주요관심사

선택

(choice)

Due Diligence
확장된

Due Di ligence

재무. 세무， 볍무， 전략， 인사조직
과정

( process)

완료시점

계약 완료시정

계약 후에도지속적

주체

변호사，회계사

변호사， 회계사. HR전문가

목표

주주가치 극대화

의사결정 수준

최고 혹은상충부 경영자

모든계층

1 년 미만

짧게는 6개월에서 수년

(상대적으로 단기간)

(장기간)

기간

주주가치 극대화，
종업원 만족극대화

이처럼 조직의 결합과 성과증진을 위해 중요시되는 문화충돌관리의 효과적 실현을 위
해 본 연구에서는

M&A 관련 기업문화관리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면서， 문화충

돌 (cul ture clash) 의 유형과 문화(변화)관리의 제유형， 나아가 문화통합의 제유형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n.

M&A와 기업문화관리에 관한 기존 연구

M&A 이후 단계의 중요성은 일찍이 지적된 바 있지만 [Kitching. 1967). 실질적으로
문화적 측면에서의

M&A

조직변화과정에 관한 연구는 1980년 중반 이후에 시작되었다

[Vaara. 2002). Varra(2002) 는 인수， 합병시 조직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문화적 차이
에 대한 연구를 크게 3 가지 흐름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첫째로 문화변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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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 둘째로 조직의 문화차이와 M&A에 관한 연구， 마지막으로 기업이 속해있

는 국가의 문화차이와 M&A에 관한 연구를 꼽았다

문화번용과정에 관한 연구

1.

Nahavandi 와

Malekzadeh (1988) 는 M&A시

(acculturation) 형 태

x

--, ,

트저

--,

。

피인수기엽의

문화변용

문화에 순응/적응하여 사회화되는 형태를 제시함으로서

이를 통해 문화충돌을 줄이는 이론을 설명하였다

문화변용형태를 융합형

인수기업과

즉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M&A시

(integration) , 동화형 (assimilation

분리 형

(separation) ,

E1「
」

문화형 (deculturation) 으료- 각각 설정하여 두 기업간의 문화변용형태가 일치 (congruence)
할 경우 문화충돌이 감소한다고 설명하였다‘ Elsass 와 Veiga (1 994) 는 Nahavandi 와

Mal ekzadeh ( 1988) 의 모형을 변형하여 제시하였는데， 조직통합을 이끄는 힘과 문화적 차
이를 억누르는 힘을 양 축으로 하여 그 힘의 강약에 따라 각각 융합형 (i ntegration) , 동화
형 (assirrùlation) , 분리형 (separation) , 탈문화형 (deculturation) 을 대응시켜 설명하였다
위에 언급한 Nahavandi 와 Malekzadeh (1988) 와 같은 연구의 배경에는 M&A를 선
택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 깔려있다

극드

--,

Nahavandi 와

Malekzadeh( 1988)

와 같이 직접적으로 문화변용형태를 제시한 모델 외에도 M&A이후 문화변화에 대해 과
정 (process) 적 측면을 설명한 연구들이 Schrivastava (1 986) 의 연구를 위시하여 발표
되었다

M&A의 성패를 상황론적으로 설명한 Lubatkin (1 983) 의 연구를 진일보시켜

Schrivastava (1 986) 는 합병의 크기/종류와 합병의 동기에 따라 각각 필요한 관리방안
을 정리하면서 두 조직에 필요한 통합 이후 (postmerger) 의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였

다

Jemison과

Sitkin (l 986) 역시

M&A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재무적 적합

성 외에 두 기업의 조직적합성과 통합과정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Larsson고t

Risberg

(1 998) 은 M&A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기업， 사람， 조직이슈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동체
수준(문화)과 개인수준(경력 측면)을 연결하는 모델플 제시했다
그리고 Torp (1 998) 는 문화적인 측면이

Gertsen , Soderberg ,

M&A의 성공과 설패를 결정한다고 가정하고

M&A와 기업문화에 대한 기존연구를 문화의 전통적 개념에 근거한 연구와 문화의 사회
여기서 전통적 개념에서

의 문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 가정을 뜻하며 M&A시 융합형

도

적 구성주의 개념에 근거한 연구로 나누어 정리하기도 하였다

(integration)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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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형 (assimilation) . 분리형 (separation) . 탈문화형 (deculturation) 을 통해

문화충롤을 감소시켜나갈 수 있다고 본다
석 차이를 포괄하는

두 기업간

이에 반해 사회적 구성주의 개념에서는 문화

M&A 통합과정에 대한 문맥 중심적 과정에 대한 더 넓고 깊은 이

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조직의 문화차이와 M&A에 관한 연구

조직의 문화차이와 M&A에 관한 연구는 조직문화와 M&A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연구가 되어진 부분으로， 두 기업간에 문화차이가 M&A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내
용을 설명하고 있다

1)

개념적 연구

Haspeslagh 와 Jemison (1 99 1)은 원활한 M&A를 위해서는 ‘인적 이슈’의 충몰을 피
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그 조건으로 M&A의 의사결정과 전략의 항시 양렵성.
사결정의 수준， 통합능력， 학습능력을 제시하였다

한 설명 [Marks.
1999J 이 있으며.

또한 문화충돌과 CDD의 필요성에 대

1999J 과 문화충톨과 M&A실패의

관계에

(power. role. task. person) 로 나

M&A 이전에 이 기준에 따라 두 기업 간에 차이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

에 M&A와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D eVoge

2)

대한 설병 [Greengard.

Cartwright .2J- Cooper (1 992) 는 Harrison (1 972) 의 연구를 토대로

기엽의 문화를 자율성 , 타율성의 정도에 따라 4가지
누고

M&A 의

& Spreier.

1999J 도 있다

실증 연구

Walsh (1 988. 1989) 가 M&A와 최고경영자들의 이직률이 갖는 관계를. Cannella 와
Hambrick (1993) 는

M&A성과와 인력유출의

관계를 설증해보았다

Datta (1 99 1)는

최고경영자의 스타일， 보상， 평가시스템이 M&A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는데，

통합의 정도에 따라 문화충톨의 수준 역시 상이하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Lubatkin. Schweiger.

Cha t terj ee.

그리고 Weber (l 992) 는 관련기업 간의 M&A시 주주가치 증

대는 그 기업간 최고 경영자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설을 실증했다

Cartwright 와

Cooper는 1993 년에 발표한 3 개의 논문을 통해 M&A가 종업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왼

u}

영향 (1993a)

M&A의

우

-맥

광

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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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문화적합성의 역한 (1993b). M&A

와 인력유출과의 관계(l 993c) 등을 설명하였다

Datta 와 Puia( 1995) 는 관떤기업과 문

화적합성이 주주가치창조에 미치는 영향블 실증하였다. Webcr(1996) 는 M&A시 문화
적 차이가 갖는 중요성을 파악하고， 그 외 중요한 변수의 역할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룹 표로 나타내면 〈표 2> 와 같다

〈표

2>

조직문화 차이와 M&A의 관계에 대한 기존 실즘연구

연구대상

저자(연도)

Walsh
(1988)

내용

Statistical Report on ,,1ergers and
Acquisitions. 1997(1981) 년에 실린 1975
년부디

1979년까지

미국기업에 의해

M&A 와 피인수기업 최고경영자들

합벙된 의 이직률의 판계를 설증

자산 천억달러 이상의 제조업， 단광기업 444 개

Walsh
( 1989)

Statistical report on mergers and
1v1 &A
acquisitions. 1979(198 1)년에 선린 1975
년부터

1979 년까지

미국기업에

의해

합병된

협상의

진행과 펴인수기업

의

최고경영자둡의

등
;프

λ
단1 ←;bI느

이직률의

관계

지-산 천억달러 이상의 제조엽， 탄광기업 444개

DaUa
( 199 1)

1980년

l 월부터

1984 년 4 원까지

이상이 오갔던 미국 제조업의 M&A 실시 기엽 시스탬이

1985년부터 1987년까지 .J ournal

and

Cartwright
& Coopel
( 1993)

:-"1&A를 경험한 중간관리자 157 명

of M8l' gers

Acquisitions 에 섣런 인수합병

1990 년까지 미국기업에 의해 국

정을 넘어 인수， 합병되었던 큰 기업 112 개

1985년부터 1987년까지의

Webcr ct al
(1996)

and

Wcbcr
(1996)

and

보상，

성과에

평가

미치는

유무의

인수기업간

얀게는

관련

최고경영자의

문화에 영향플 받응을 실증

198 개 기업

1978년부터

M&A의

주주가치증대와

복꽉 중 성

M&A 가 종업원의

.Journal of Mcrgers

Acquisitions 에 섣렌 52 새 기업

건강에

미치는

성과와 인력유출의

관계를

여。 ?k。tS
E2- ι
E] 즈
。

Cannella & 1980'건 1 월과 1984년 12월에 말간된 Mergers
M&A
Ilambrick & Acquisitions 에서 상위 200 개 인수합병
λE31 」즈
。
( 1993)
기업
Datta &
Puia
( 1995)

스타힐

영향융실증

703 새

Chattcrjee
et al
( 1992)

t-••

백만달러 최고경영지의

관련기업의 M&A 와 문화적합성이

주주가치

미치는

영향을

M&A의 경과에 영향을 마치는 피
인수기엽의

최고경영진의

분화적

인 측면에 관한 실증

1985년부터 1987년까지의 .J ournal 0 1' tvI crgers lvI&A시
Acquisitions 에 실한 .52 개 기업

창조어1

실증

문화석 차이에 영향플 미

치는 중요한 씬수탈윤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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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적 실행에 관한 연구
Malekzadeh 와

Nahavandi (1998) 는 도전적인 정도와 통제에 대한 열망을 두 축으

로 하여 4 가지 리더십

(high control innovator , participate innovator , status-quo

guardian , process

manager) 으로 나누고 각 문화변용형태에 따라 가장 적당하거나

혹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려더십 형태를 제시하는 시도릎 하였다

Marks{ 1988) 는 M&A
의사소통，

변화저항관리，

초기단계부터 신속한 인적자원관리의 실행과 상하간의 원활한

문화충툴 극복방안，

합병

후 효과적인

통합팀 (integration

team) 의 설계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Schweiger 와 Napier (1 993) 는 통합실행에 초점
을 맞추어 그 과정의 기본틀과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지적했다

Carleton (l 997) 은 문화충돌플 방지하기 위한 CDD릎 제시하면서 그 내용으로

M&A

를 통해 얻고자 하는 시너지， 주요 평가척도， 하부구조 (infrastructure) , 조직관습， 리

더십，

감시방식，

업무방식，

기술사용，

물리적

환경，

기대

등을

꼽았다，

Marks 와

Mirvis (200 1) 는 인수기업과 피인 수기업의 변화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통합의
최종형Ell (absorption ,

transformation , preservation , reverse takeover , best of

both) 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M&A의

진행단계에

따라 설명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1 988) 는 M&A가 진행되는 순서 (premerger ，

Marks 9.J- Cutcliff

merger , postmerger) 에 따라 개인，

그룹， 조직수준에서 각각 적절하고 필요한 중재범위와 정도를 제시하였다

Schweiger 와

Weber( 1989) 는 합병 이전과 이후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제시하였는데， 합병
이전단계를 계획 및 측정단계로， 합병 이후단계를 실행단계로 보고 각 단계마다 관련된

요소들을 질문지법이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여

Schmidt(200 1)은 M&A의 수명주기 (pre-deal.
implementation) 에 따라
그 외에도
구들도

제시했다

그리고

Montgomery와

due diligence , integration planning ,

HR 이슈를 정리하였다

M&A 당사자나 기업 관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사례를 토대로 한 연

였다 [Napier

et a l., 1989: Mirvis & Marks , 1992: Cusella , 2000)

Ivancevich 와 Stewart (l 989) 는 피인수기업의 경영진의 역량평가에 대한 방법으로 다
면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박

왼

우-액

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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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문화차이와 M&A에 관한 연구

3

Franke. Hofstede. 그라고 Bond (1 991) 는 문화적 가치가 국가마다 서로 상이하며，
이는 경제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문화적 특성을 가진 국가의 조직

은 경제적 성과 또한 상이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간 경제적 성장을 평가하는 문화의 측

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Cartwright( 1998) 는 국제적인 M&A와 문화충

돌의 이론적 배경을 순수론자 (purist) 적 관점과 응용론자 (pragmatist) 적 관점에서 비

교하고. 동시에 국가간 문화와 조직간 문화를 비교하였다
그러고

Larsson. Risberg( 1998).

Forstmann (1998) 는 국제적인 M&A시에는 추가적으로 국가문화를 고려할 필

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1 998) 는

이와 관련한 섣증연구로

Very. Lubatkin. 그리고 Calori

power distance. uncertainty avoidance. individualism. masculinity

등의 항목으로 국가의 문화를 측정하여 이를 국제적 M&A의 성과와 비교하였다

1lI. 문화충돌과 문화관리
조직문화는 직접적인 측정이나 계량화를 통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파 관

리 또한 쉽지 않다. 그러나

M&A 및 HR 전문가틀이 문화충톨을 발생시키는 주인 요소

로 지적해온 항목들을 정리함으로서 문화관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나아가 기업문화

의 변화관리 및 통합의 유형을 설명 한다

1.

문화충돌의 유형

기업문화 충돌현상을 다룬 주제들을 문화주체가 속하는 지리적

구분에

따라 각가내

(domestic or intranationa l)와 국가간 (cross-border or internationa l). 그러고 분
석수준에 따라 기엽내 (micro.

single. or intraorganizationa l)와 기업간 (macro.

multiple or interorganizational) 으로 구분한 후， 이들을 결합시켜 다응의 그럼과 같
이 기업문화 충돌의 유형모텔을 형성할 수 있다〔박원우 &'상호진.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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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화충돌의 유형

국가내

국가간

(Domestic , IntranationaI)

(Cross-border , Internationa])

기업내

조직문호↓一개인특성 충돌

(Micro ’
1ntraorganizationa])

조직→하위문화 충툴

다국적 기업 내 상이한

문화간충뜰

하위문화 간 충툴

@

D

C:

@ @
기업간

(Macro ,
1nterorgani za ti onal)
자료원

국내 M&A시의

다국적 M&A시의 기업문화

기업문화간충툴

박원우 & 방호진 (2001 ， p

및/ 혹은 국가문화 간 충돌

180)

C2J와 @영역의 연구들은 문화충졸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문화척 특성 혹은 문화 요소
둡간의

다

르~.!r..’
u

~-;:.

•

즉 양쪽 문화의 분화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이야기하고 있

하지만， 문화와 문화의 충톨블 마치 ‘문화’라는 존재가 실체가 있어서 이들간에 구체

적인 충똘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고해볼 펼요가 있

다

대표적인 사례로， 다국적 M&A를 실시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화충돌 현상은 사실 최

고 경영진， 종업왼 혹은 기업의 구체적인 관습들이 서로의 문화적 특성파 마찰을 일으카

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문화 대 문화의 충돌이라는 현상은 실질적으로 문화적 특
정과 조직의 구성요소간의 부적합성에 따르는 갈등상황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문화충돌의 개념을 확장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CD과 (3)영역에서는 공통적으로

한 기업의 수준에서 기업의 문화가 개인， 부서 혹은 기업전략 및 환경과 문화충똘(혹은

조화)을 일으키는 상황을 뜻한다〔박원우 & 방호친，

2,

2001

문화(변화)관리의 제유형

조직문화의 관리 혹은 변화관리는 시간대와 관련조직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너l 가
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박원우，

2000)

드드

"

기업문화(변화) 관리의 이슈가

n

바원우백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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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N 증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문화관리 혹은 변화관리의 의미와 방법이
무척 달라지게 된다 플돈 이등 네 개의 유형 또한 각각 세부우「형으로 다시 나을

수 있다

〔그림 2) 문화변화관리의 제유형

시간대
단일 시간대

복수 시간대

(정태적)

(동대작)
[]

단일
7^1
{
•!

조직의

현재 시점에서의

이상과 현실간의

문화적 특성 도출

문화격차(문화충판)해소

A

T
~

,

Z직

자료왼

박원우

W

m

_l;I_ζ:

결합왼 복수기업의

복수기업간

현재와다른

문화격차(문화충뜰)해소

이상문화플 추구

(2000)

I 유형은 특정시점에서

한 기업의

문화플 파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는 문화들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느냐가 주된 이슈로서， 기업문화의 개념과 분석방법이 주로 논의
의 초점이 된다

n 유형은 동일기업의 미래의 바람직한 문화와 현재의 문화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관련된 것이다

이때 문제시되는 것은 문화격차 분석방

법과 문화변화관리의 방법이다‘
m 유형은 서로 다른 조직이 결합하는 경우(예

M&A) , 그들간의 문화격차 흑은 층똘

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우도 m 유형에 해당한다

국적이 다른 기엽간 인수합병의 경

서로 다른 조직의 문화룹 파악해야 하고， 그뜰간의 견합윤 추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 조직플 대상으로 하였던

I

혹은 U 유형의 경우와는 다프다

W 유형은 서로 다른 조직이 결합하여 그뜰의 지녔던 기존의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
화를 형성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rn i'r형에서의 경우와 같이 이침적인 문화의 견합이라

는 측면과 더불어 문화댄화관리가 추가되기에 배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플 거져가야 한
다〔박원우， 2000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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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통합의 유형과 결과

여기서는 상이한 조직간에 일어나는 문화통합의 유형과 그 결과에 관한 대표적 연구를
요약， 제시한다.

1) Nahavandi 와 Malekzadeh (1988) 의 연구

두 조직의 결합이 기업문화 측면에서도 원활한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측 임
직원들의 반응을 다각도로 파악하여야 한다

두 조직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조직문화의

충돌이 발생하는데(두 조직의 기존문화간에 차이가 클수록 양측이 느끼는 문화충격도 크

다) , 임직원들이 자신과 상대측의 문화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문화충격의 정도나
해결방법은 달라진다-

조직문화 통합의 유형(혹은 방법)을 결정하는 요인은 합병된 기업의 구성원이 자신들
의 기존문화를 유지하려는 정도(자기 문화에 대한 애착도)와 상대측의 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려 하는가의 정도(상대문화 수용도)이다. 이들 두 요인에 따라 조직문화 통합유형
은 다음의 〔그림 3aJ 와 〔그림 3bJ 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3a) 피인수기업 CAcquired Firm) 의 조직문화 통합 유형
기존문화의 유지희망

CPreservation of Own Culture)

인수기업
문화의 매우(Very
매력적 I
매력도
(Perceptlon of

전혀 아님

(Very Much)

(Not at Alll

융eg합ra형U

동화형

(I nt

Attractive)

the
전혀 아님
Attractlveness
(N
f h o t at all
of the Acquirer) Attractive)
자료원

매우강함

onl

l

(Assimilation)

분리형

탈문화형

(Separation)

(Deculturation)

Nahavandi & Malekzadeh (1 988 , p , 83)

~>
• 1

〔그림

원

우·백

고L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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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J 인수기업 (Acquiring Firm) 의 조직문화 통합 유형
문화

다문화 수용의 정도

(Culture Degree of Multiculturalism)
다문화수용

단일문화 추구

(Multicultura l)

(Unicultura l)

다각화전략

조직의

관련됨

융합형

동화형

상호관련성

(Related)

(I ntegration)

(Assimilation)

분리형

탈문화형

(Separation)

(Deculturationl

(Diversification
Strategy
무관함
Degree of
Relatedness of (Unrelated)
Firms)
자료왼

Nahavandi & Malekzadeh (l 988. p 84)

융합형(I ntegration) 은 문화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두 문화의 융합 (culture
blending) 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수기업의 전략에 따라 사업구조와 의사결정방식은 동
합하지만 피인수기업 구성원의 자율성은 인정하는 유형이다. 피인수기업의 임직원들이

상대측 문화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자신들 문화의 일부를 고수하여 양문화간의 균형을 추
구한다
*~ 。
。

E

인수기업의 문화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문화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균

이루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양사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상호교류 등 많은 전제조건의 충족을 펼요로 하며，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까지는 장기간

이 소요된다

강제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인내심이 펼요한데， 상대적으로 우위

에 있는 매수기업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문화충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동화형 (Assimilationl 은

피인수기업의

0*

근

l:C' ~"â"

인수기업의

문화로

변환 (cultural

takeover 1 시키는 즉， 피인수기업으로 하여금 우세한 인수기엽의 문화를 수용하도록 하
는 방법이다

피인수기업의 기존문화가 경영성과 달성에 비효율적임을 임직원들 스스로

가 인식하고， 기존문화의 유지를 원하지 않을 때 가능한 통합유형이다， 통화의 방법에는
인수기업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적 동화와 양측 임직왼이 모두 참여하는

자발적 동화가 있다- 강제적 통화는 인수기업이 우원증후군 (superiority syndromel 에
사로잡혀 피인수기업의 정체성을 무시함으로써 발생하는데， 대부분 문화적 충돌과 저항

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자발적 동화는 양측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려는 의지를 가지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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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교적 통합이 용이하나 상호이해의 과정이 어려우므로 여전히 충돌가능성은 존재한다
분리형 (Separation) 은 문화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인내심음 갖고 다문화주
의 (cultural pluralism) 를 추구하는 것으로， 피인수기업을 독립된 단위로 인정하여 완
전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는 피인수기업의 경영진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

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인정함은 물론 조직구조， 의사소통시스템 등 전반적인 조직
운영에 관여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존의 문화를 유지토록 허용하는 것이다‘ 분라는 피인수
기업의 임직원들이 자신의 문화를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동시에 인수기엽의 문화적
다양성을 용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조직통합 전략이다

따라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

의 의견을 무시하고 흡수통합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문화충돌이 불가피하여 M&A증후군

이 발생하게 된다‘
피인수기업의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기존문화나 인수기엽의 문화를 모두 선호하지 않는

경우에 탈문화형(D eculturation) 전략이 가능하다

두 기업의 문화를 모두 선호하지 않

는 경우 임직원들은 문화적 소외현상을 겪게 되고， 이때는 M&A의 성공가능성이 낮아
지므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적극적인 혁신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양한 혁신기법을

활용하여 피인수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
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체침화하여

창출하여야 한다

새로운 기업문화를

이때 양측의 장점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의 변화와 적응이

펼요하다

이상 설명한 네 가지의 문화통합 유형은 인수기업의 압장에서도 ‘다문화 수용의 정도’

와 ‘다각화 전략’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 설명될 수 있다

2) Elsass 와 Veiga (l 994) 의 연구
Nahavandi 와

Malekzadeh( 1988) 의

연구는 두 조직이 섞이는 과정에 있어서 인수

된 조직도 문화변용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전략적 관점을 취하는데 반해.
와 Veiga (1 994) 의 연구는 문화인류학적 관점을 갖는다

Elsass

이론적으로 문화변용은 두 집

단의 균형잡힌 합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는 이같은 균형은 거
의 발생하지 않으며， 대선 문화변화에 대해서 우세한 집단이 열등한 집단에게 더욱 강하
게 영향을 미친다 [Berry.
직을 떠나게 된다

1980J

그리하여 문화변용이 너무 힘들 경우 구성원은 그 조

마윈?””광인

〔그림

4)

Elsass와

Ve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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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기존의 문화잔 유지하I!-]는 힘

IDrsire to main tain a sep C1 rate idcntity)
강함

약함

ISLrong)

(Weak)

조직통합을

강함

문화번용의 긴상상대

동화형

추구하는힘

(Strong)

IAcculturative tension)

IAssimilation)

(Dri vi ng forces
of organizational
integration)

약함

분피형

탈문화형

(Wenk)

(Scparation)

( Deculturation)

자R윈

Elsass & Veiga( 1994)

탄문화형의 경우. 피인수기엽의 구성원갚은 고유한 정쳐1 성 유지하려는 욕구가 없고 인

수기업도 합병이후 새로운 정체성윤 받아들일 필요블 못 느낀다

파인수기업의 구성원들

은 기존의 문화틀 유지하려고 하지 않지만 이것윤 새롭가1 교체하지도 못하므로 걸국 어

떤 문화에도 영향윤 받지 않게 된다

동화형에서는 조직통합에 대한 강한 요구로 분쟁이 낮으며 구성원들의 긴장도 낮다
종속된 집단이 그들의 문화달 소탤시키고 우세한 집단의 문화를 받아뜰인다
분리형의 경우 기존의 문화를 유지하려는 힘이 조작통합의 구조플 압도하는 헝태로 두
집단 모두 각자 고유한 문화적 우1 상윤 유지한다
문화변용의 긴장상태의 경우 기존의 문화릎 유지하려는 힘과 동함하려는 힘이 모두 강
하므로 조직은 고도의 긴정상태에 놓이게 된다

두 조직 모두 곤경에 처하기 때문에 구

성윈뜰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위기감， 분노를 겪게 된다
조직의 성과는 문화변용과정의 결파물인 동시에
통합윤 추구하는 힘의 투임룹이다

설명하자띤

기존의 문화룹 유지하려는 힘과 조직

결과블로서 문화변용과정과 조직성과 사이의 관계블

조직의 성파는 조직 내의 문화변용의 갚등수준과 역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반대로 문화변용의

갈등수준이

간소뀔 경우 조직의

성과는 증가하게 된디

투입단로서

조직의 성과는 기존의 문화갚 유지하려는 힘과 조직의 등함윤 추구하는 힘에 영향음 미

친다

인지되어친 차이가 크고 기존의 문화릎 유지하려는 힘이 지속된수꽉 조직내 구성

원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조직의 성과는 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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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rks 와 Mirvis(2001) 의 연구
Marks 와 Mirvis(2001) 는 피인수기업의 변화정도와 인수기업의 변화정도에 따라 다
음과 같이 통합의 최종상태 (end state of integration) 룹 규정하고 있다
〔그림

괴

피인수기업의

|

변화정도

|

5)

통합의 최종상태

흡수 (Absorption)

변환 (Transformation)

피인수기업이

두 기업이 새로운 방볍을

인수기업에 순응합

발견함

양측에 최선(B est

of both)

두 기업 모두 호감을 가짐
역획득 (Reverse

보존 (Preservation)

takeover)

피인수기업이 독럽성을

피인수기업이 선도하는

유지함

저

회해한경우

저

고

인수기업의 변화정도
자료왼

Marks & Mirvis(2001 , p. 85)

보존 (Preservation) 은 사업 단위들 간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이

상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종속된 조직들의 경계를 보호하며 동시에
전체의 규칙과 시스템에 대한 순웅의 압력 정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보존적 결합으로

발생하는 시너지는 공동작업에 있어서 사람과 업무의 교류에서 나온다‘
흡수 (Absorption) 가 일어나면 인수기엽이 피인수기업을 새 경영친으로 받아들이고 피
인수기업은 인수기업의 보고시스템과 경영방식에 순응한다

역획득 (Reverse takeover) 은 흡수의 반대로 피인수기업이 인수기업 내에서 결함을
지휘하고 인수기업의 문화변화에 영향블 u] 치는 형태로 실제로는 보기 드문 경우이다

양측에 최선(B est of both) 은 두 기엽 간 가장 성공적인 통합일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장 위험스럽기도 하다- 통합에 의해서 재무상으로나 운영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만. 반대로 이것은 조직의 기능듬을 통합하기 때문에 인력 감소릎 불러오기도 한다

최

척의 결과는 두 기업의 정 책과 관습이 조합된 완천한 문화적 동함이다
변환 (Transformation) 은 결합 형태 중에서 가장 n] 묘한 것으로 많은 투자와 창조적

경영이 요구된다

변환은 과거와의 예리한 단절을 의미하는데 현존하던 관습과 관례는

만」학흐二보-괄→윌보Z
무시되며 새로운 방식이 개발된다

이 최종상태는 두 기업들이 서로에 대해서 혹은 M&A의 계획과 실행에 대해서 더 많

이 알아가게 되면서 바뀔 수도 있지만 두 기업은 추구하는 최종형태에 대해서 공통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

4)

Cartwright와 Cooper (l 993b) 의 연구

Cartwright와

Cooper ( 1993b) 는 M&A의 성과를 결정하는 두 기업의 문화양럽성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 발표하였다

이들은 한 조직의 문화가 권한 (power) . 역할 (role) .

업무/성취 (task/ achievement). 개인/지지 (person/support) 의 4가지 중 어디에 상대
적으로 더 초점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 조직문화유형( type) 을 구분한

Harrison (1972)

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합병이후에 도출되는 두 문화의 조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설무적으로도 Harrison의 구분방식은

M&A 이전， 이후의 문화를 측정하고 개념화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며， 각 문화유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조직문화의 유형과 특성

T。r i5S1

주요듀성

·권한의 집중

권한

·
·
·
·
·

집단의사결정보다 개인의 의사결정 강조
독재적이며， 권한에 도전 금물
명시적 법규보다 암시적 법규가 작용

고객의 신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상이
종업왼들은 “상사”에 충성하며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해 행동

·관료적이면서 위계적

· 업무가 진행되는 방법에 대해 명시적인 법규와 형식적 절차 강조
역할

역할과 권한이 영확하게 규정

·객관적
효율적， 표준화된 고객서비 A

· 조직 내에서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그 개인의 개성보다 중시
팀에 대한 헌신과 조직의 임무에 대한 연정석 신념을 중시

업무/성취

· 업무상 필요조건에 의해 조직
· 고객지향적인 상품 제공
높은 종엽원의 자율성

‘ 만족스럽고 창조적인 근무환경인 동시에 심신플 피로하게 하는 환경
며。드
。 가
。-주‘-

개인/지지

·개인의성장과개별종업왼의개발을충족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엽적 조직보다는 공동체(c ommuni ty) 에서 나타냥

자료왼

Cartwright & Cooper( 1993b.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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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wright 와 Cooper 는 위와 같은 문화유형을 제시하연서

두 문화가 합쳐셨을 때

인수기업의 문화가 피인수기업에 자신의 문화를 주임시켜 변화시키는 경우에 나타나는

조합과 그 결과를 다음의 〈표 4> 에서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 4) 인수 피인수초직 문화유형에 따른 결과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의

통합시의 갤과

문화유형

문화유형

가능성

권한

권한

푼제가있음

설멍

조직 리너의 선택과 카리스마가 싱공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삭위적인

합병은 정치적

분쟁을

야기시킨다

역할
권한

업무
개인/지지

역할

랜한

역할

역할

역할

엽무

역할

개인/지지

권한
업무

역할
업무

애우 피해가 콜

종엽원의 저항을 받아 문화 충툴음 피할 수 없다

가능성이 있음

이직률이 상승한다

좋을 가능성이

종업원틀에게

있음

문제가있을
가능성이 있음
문제가있을

가능성이 있음
매우 피해가 클
가능생이 있음

좋을 가능성이
있음

받아들여지며

인수된 가엽의

종업

원들은 역할문화의 “공정함”에 기뻐한다

종업윈들에게 부드럽게 받아틀여진다

새토윤 역

할에 대한 규정이 펼요하다
많은 관리자들은 역할문화의 관료주의에서 당피하
고자한다
uH 우 혼란상태로

업무문화의

구성왼들은 조직이

커짐얘 따라 더 많은 기본시설을 요구하지만 개인
/지지문화의 구성왼뜰은 그렇지 않다
부드럼개 받아뜰여진다

순조로울 수도 있지만 문

화충격이 있을 수 있다

득히 권꽉문화에 있던 사

람들은 그틀의 지위가 잠식된다고 느낄 수 있으며
많은 사란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해

매우 요구가

지나치며 λE 레스가 많다

업무

자료원

개인/지지

문제가있을
가능성이 있읍

개인/지지푼화는 자기개발윤 함양시키지만 텀문화와

결정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Cartwright & Cooper( 1993b , p. 67)

두 문화유형 사이에 유사성이 적으면 적쓸수폭 두 기업문화가 적절하게 조화되거나 최

상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서로 변해야하는 정도 역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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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다l 부분의 M&A 는 그 자체로서 시엽의 사환에 영향올 줍만큼 거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x
! ‘

성공하면 기임 독자식으 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경쟁띄을 갖수게 될 수 있는 호재이

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깨우 치벙식일 수도 있다
‘경쟁우위 획득’， ‘이윤추구’와 같은 M&A 의 단일한 전략적인 생법 이외에 두 조직간의

단합을 지탱해주는 철학과 관리 · 정책적 공동분쿄가 결 αl 되어 있다띤 그만큼 그 M&A
는 성공을 보장하기 힘들다
읍화되지

공동의 목표릎 위해 서로 협력해야할 증업원들 간에 서로

않고 불화·반복이 끊이지 않는다띤 M&A시너지 자체틀 기대할 수 없다

조

직 내의 구성원들 간에 발생하는 불협화음플 ‘ M&A 란 윈래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치부
해버리기에는 이것이 볼고 올 충각과 피해는 염청나다는 사섣을 경영자틀은 늘 유념해야
하고， 그러한 부정적 시너지의 방지릎 위해 문화증판방지와 효과석 문화(변화)관리에 많
은 신경플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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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Due Diligence for Successful M&A
Won-Woo Park*
Kwang- Il Paik**
ABSTRACT
Under the pressure of intensified competition. many firms seek M&A as a
method to maintain or obtain competitive advantage. However. despite the
initial optimism. more than half of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fail to
achieve their financial and strategic objectives.

Forcgoing research has

shown that the failure of M&A comes not from the misconduct in lega l.
financial or tax due diligence but from such issues

0 1'

human relation and

culture clash. Thus. this paper focuses on so called cultural due diligence of
M&A process ‘
After summarizing ‘ expanded due diligence’ in comparison with ‘ traditional
due diligence. ’ we reviewed foregoing research of culture issues during M&A.
Then we suggest a typology of culture clash and culture (change) rnanage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four

studies dealing with

thc

typology

of

organizational culture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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