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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외부기술자원획득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에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기술경영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전략적 방법으로서 M&A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문화적 차이, 기업이 속한 산업군의 특성 차이 등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을 뿐 획득하려는 기술, 그 

자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부기술자원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M&A 를 시행할 때, 인수기업(acquiring firm) 측면의 역량분석인 이전 

협력경험(previous M&A & strategic alliance) 분석과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acquired firm)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원의 유사성 정도와 

기술지식의 상대적 차이 등의 dyadic 측면으로 분석을 하였다. 또한 

M&A 를 실시하는 것은 상당한 양의 재무적 자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술획득 과정과 획득 이후 통합과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인수기업의 M&A 이전 현금성 자산(current asset)을 

통제 변수로 설정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획득한 외부기술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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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기업의 기존 기술자원과의 재조합을 통해 창출되는 순수 기술적 

혁신성과(기술적 시너지)를 분석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기술M&A의 성공요소,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외부기술 획득, 

 기술적 유사성, 상대적 지식기반 차이, 이전 협력 경험 

학  번 : 2010-2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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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기업을 둘러싼 기술 환경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자체 보유 기

술만으로는 시장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

은 자신이 가진 내부 기술자원과 역량 만으로는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기대하

기가 어려워졌다(McGrath and MacMillan, 2000). 따라서 기업들은 외부로부

터 기술지식을 도입하여 기업의 혁신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Chesbrough, 2003). 특히, 기업 간의 협력 및 제휴는 기업 간의 자원의 이

동과 외부로부터 얻은 자원을 내재화 하는 능력을 촉진하여 혁신 성과를 증가

시키게 되었다(Cohen and Levinthal, 1990). 이에 따라 불확실성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빠르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며, 기업 내부자원

뿐 만 아니라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지난 20 년 간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외부기술자원을 획득하려는 전략을 실행해왔다(Duyster and Hagedoorn, 

2000). 그 결과,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기술개발 속도를 단축시키고 

내부개발(in-house R&D)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risk)를 분산 또는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고(Balakrishman, 1988; Shelton, 1998), 확장된 

지식기반으로 증가하는 혁신성과를 볼 수 있었다(Cohen and Levinthal, 1989; 

Chatterji, 1996; Henderson and Cockburn, 1996). 따라서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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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외부기술자원획득 활동을 통하여 기술 및 시장에서의 혁신을 

이루어나가야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쟁이 치열한 시장환경에서 

지속적인 기업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외부자원을 이용하여 기업의 혁신 창출에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M&A 와 

전략적 제휴 등이 있다. M&A 란 외부자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발휘하여, 

인수 후 인수기업의 기존 자원과의 재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새로운 이득 및 혁신 창출을 기대하는 경영전략 방법이다. 그리고 전략적 

제휴는 M&A 와는 달리 기업들 간의 유연한 협력관계이며, 참여 기업들의 

특화된 가치를 공유 및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연한 계약관계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사용하여 

외부기술자원을 획득하는 것보다는 외부자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발휘하여 인수기업이 진정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외부기술자원 즉, 

핵심역량(core competency)을 인수기업 내부로 가져와 인수기업의 

기술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M&A 를 기술경영전략의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계약적 관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계약이 파기될 수 있고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는 기업들간의 핵심역량 이전의 불확실성도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및 기술개발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risk)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M&A 를 사용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고 

피인수기업의 핵심역량을 인수기업 내부로 가져와 기존기술자원과의 재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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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기술혁신 달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인수기업이 획득하고자 

하는 기술자원 이외의 요건들을 통제함으로써 외부기술획득에 따른 

인수기업의 순수 기술혁신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M&A 통한 외부기술자원의 획득 및 내부 기술자원과의 

통합을 통한 혁신창출에 관한 것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산업의 환경 및 특성(Hagedoorn and Duysters, 2002), 기술적 

네트워크(Vanhaverbeke and Duysters, 1997) 그리고 연구개발 집중도 

(Xiaolin Tin and Mark Shaneley, 2008)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기술 그 자체의 목적에 따른 M&A 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M&A 이후의 기술혁신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M&A 이전 인수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는 

인수기업의 측면에서 인수기업의 이전 기술협력 경험을 하나의 성공요소로 

보고 이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추적하여 인수기업이 외부기술자원을 획득하여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으로 측정하였다. 두 번째로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의 기술적 유사성(technological similarity) 및 상대적 

기술지식 사이즈(Relative size of technological base) 등, 두 기업간의 

기술적 관계(dyadic relation)를 측정하여 M&A 의 성공요소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M&A 를 시행할 때, 전사적인 경영자원들을 하나로 모아 

외부기업의 인수에 총력을 다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투입되는 재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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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들은 엄청나고 M&A Deal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M&A 로 인해 인수기업은 기술자원 외 인적, 물적 등의 수많은 자원들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인수기업의 재무적 상황과 M&A Deal 성사 그리고 

M&A 이후 획득되는 수 많은 자원들 간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인수기업의 재무적 자원을 통제함으로써 

순수하게 인수기업의 기존 기술자원과 피인수기업의 기술자원과의 재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알아보려 하였다. 그리고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 의 이후 혁신성과 창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첫 번째로, 인수기업의 M&A 성공 역량의 측면으로 외부기업과의 

이전 협력경험을 조건으로 하여 이전 협력경험의 유무에 따라 M&A 이후의 

혁신성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전 M&A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는 기술 획득을 위한 M&A 를 더 잘 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에 따른 

성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M&A 의 경험이 있다는 

것은 외부기술자원 획득뿐 만 아니라 인수기업의 기존자원과의 재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본 경험이 있다고도 생각되므로 이후 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전 전략적 제휴 경험이 있는 

기업도 M&A Deal 성사 및 이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전략적 제휴의 경험이 있는 기업은 파트너 기업과의 

협력경험을 통하여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외부기술 자원에 대한 

접근법(approach methods)을 알고 있고 파트너기업의 핵심역량을 획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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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 창출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M&A 를 통한 기술혁신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적 

제휴의 경험이 있는 기업이 기술획득 목적의 M&A 전략을 선택 및 

시행하였을 때, 이후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추정하였다. 두 

번째로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의 기술적 유사성에 따라 외부기술자원의 

획득을 위한 M&A 의 이후 성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술적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비슷한 기술적 특성 기반을 양 회사가 

보유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외부기술획득에 대한 위험도가 낮고, 인수 이후 

기술지식의 전달(technological knowledge transfer)이 용이할 것이라 

생각되는 바 M&A 이후 시너지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기술혁신 

성과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의 상대적인 기술역량 차이를 비교해봄으로써 외부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M&A 의 이후 성과 문제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산업군 내의 M&A 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피인수기업의 절대적인 

기술지식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인수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왜냐하면, 동일 산업군 내의 M&A Event 이고 인수 기업 내부의 자체 

연구개발(in-house R&D)로 인한 기술흡수 및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어떤 외부 기술지식이 획득되더라도 내재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를 성과로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피인수기업의 기술지식이 더 클지라도 충분히 그 기술지식을 



- 6 - 

 

흡수하여 인수기업 자신의 기술자산으로 만들어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는 M&A 의 보다 더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외부기술자원 획득에 관련된 이전 

연구들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한 이론 및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 싶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과 가설 검증을 위한 

통계적인 방법 그리고 여러 변수들을 서술할 것이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통계 검증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 및 본 연구의 함의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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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배경 

 

2.1  M&A의 정의 및 동기 

M&A라는 단어는 Merger(합병)와 Acquisition(인수)의 합성어로서 

일반적으로 인수합병이라고 불린다. 합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합병의 종류로는 두 기업 중 

하나가 소멸되어 상대 기업에 흡수되는 흡수합병과 두 기업 모두가 소멸되어 

새로운 하나의 기업으로 탄생하는 신설합병이 있다. 그리고 인수라는 것은 

인수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자산취득에 의한 영업양도와 주식 인수에 의한 

주식취득으로 경영권(management right)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상호, 

2005). 

 

 

[그림 1] M&A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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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수합병은 두 기업의 독립된 경영자원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체제의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박상호, 2005). 따라서 인수합병 전략을 선택 및 추구하는 기업은 

시장에서의 기업경쟁력 강화, 기존 및 신시장 진입 속도 증가 그리고 

투자비용 및 투자 위험 경감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수합병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기업이 성장,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고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유지, 신시장 개척, 경영다각화를 위한 기업의 

외적 성장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이 인수합병 전략을 선택 및 실시하는 동기(motivation)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경영전략적 동기이다. 경영전략적 동기에는 

기업성장과 지속성 유지, 세계 시장 진출, 외부자원획득에 따른 연구개발 

효율화 및 시너지 창출 등이 있다(박상호, 2005).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의 생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시장에서 계속 기업(going concern)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수합병이 하나의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동기는 영업적 동기이다. 인수기업이 기존에 보유하지 못한 자원들을 

획득함으로써 신규시장에 진입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또한 신규 

시장 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기업들과의 마찰을 회피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동종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 함으로써 시장 지배력(market powe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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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다(박상호, 2005). 마지막으로는 재무적 동기가 있다.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은 자금조달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인수기업의 부채비율이 높거나 

자금조달능력에 한계가 왔을 때,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를 

얻을 수 있다(박상호, 2005). 그러므로 기업의 금융조달비용을 낮추거나 

신규사업진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해외투자의 

전략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수 많은 제약과 

장애물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시장에 

진출한다면 해외직접투자(FDI) 및 Greenfield 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시장실패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박상호, 2005). 그러므로 

기업들은 위에서 살펴본 여러 동기 및 긍정적인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업이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생존 및 내•외적 성장을 달성하여야 한다. 

 

2.2 M&A의 선행연구 분석 

2.2.1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과 M&A 연구  

자원기반이론이란 기업의 여러 경영자원들이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경쟁환경에서 어떻게 기업의 성과에 기여하는 지에 대한 전략적인 프레임 

워크(strategic framework)이다. 1959년 Penrose의 기업성장이론을 보면 

기업은 경영자원들의 집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원기반이론에서도 기업은 

고유한 역량을 가진 집합체로서 전제하고 있으며 기업의 모든 경쟁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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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은 그 기업이 지닌 자원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Barney, 

1986; Grant, 1996; Wernerfelt, 1984). 따라서 기업이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시장에서 평균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원들이 

독특하고(unique), 다른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Barney, 1991). 그러므로 기업들은 다른 기업과의 내부역량 차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M&A를 통한 외부 자원획득도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원기반이론에서는 내부경영자원 효율화를 위해 

외부경영자원을 M&A를 통해 획득하는 것은 자원을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Capron, Dussauge and Mitchell, 

1998). 다시 말해, M&A를 통해 외부자원을 획득한다는 것은 인수기업의 

기존 자원들과의 재조합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Anand and Singh, 1997). 그러므로 M&A를 통한 외부자원획득이 

기업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내부자원 개발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외부자원 획득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2.2.2 지식기반관점(Knowledge-Based View)과 M&A 연구 

지식기반이론은 자원기반이론에서 뻗어나 온 이론으로, 기업의 지식에 

초점을 맞추어 지식이 전략적으로 기업의 자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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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Conner and Prahalad, 1996; Nonaka, 1994; 

Spender, 1989). 또한 기업의 지식기반자원은 대체로 모방하고 어려우며,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 간의 지식 및 역량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기업의 

경쟁우위 유지와 성과에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Grant, 1996, 

Levitt and March, 1998). 이러한 지식은 기업 내의 경영자원들에 유형 또는 

무형지식으로 내재해 있고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전달된다고 한다. 

 이런 지식기반이론에 따라,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의 기술적 능력 

차이에 기반한 새롭고 다양한 지식에 노출될수록 조직 학습의 기회는 

증가하게 된다(Goshal, 1987; Hitt et al., 1996). 또한 획득한 지식 기반을 

기존의 내부 지식과 함께 활용함으로써 기업은 경쟁력 있는 기술지식 기반을 

가지게 된다. 게다가 기업은 자신들과 관련 있는 지식 기반뿐 만 아니라 비 

관련 분야에 속해 있는 필요 지식을 관리하여 기업 및 기술개발 활동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Grant, 1996). 이렇게 다양한 외부 지식을 

흡수하여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인수합병 이후(post-M&A)의 

혁신성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Cohen and Levinthal, 1989; Pakes and 

Griliches, 1984). 

 

2.2.3 기술경영과 M&A 연구 

     기술경영 분야에서는 외부기술지식 획득에 따른 기술적 시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기업의 M&A활동이 피인수기업의 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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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산을 획득하는데 그 중 하나로서 기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획득이 M&A의 주 목적이 된다는 것이다(Beers et al., 2009). 그리고 

기술경영에서 바라보는 기술자원 획득은 기업의 R&D프로세스 상의 

출발점으로서 인수기업의 내부 R&D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기술혁신은 이후 시장에서의 성공 및 또 다른 

혁신창출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 있다(Seth, 1990). 또한 획득된 외부기술이 

인수기업의 기존 기술과의 재조합 과정을 통해 발생되는 시너지의 

주요요인이라는 점과 이 시너지 창출의 주요요인으로서는 외부기술과 

내부기술의 전략적 적합성(strategic fit)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Rumelt, 

1974; Piscitello, 2004).  

 

 

[그림 2] 기술기반 기업의 혁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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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는 기술경영측면에서 바라본 외부기술자원 획득에 따른 전반적인 기술 

및 기업 혁신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기업의 내부 R&D 이전 단계의 

기술전략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전략 및 기술전략의 

복합체인 기술경영전략의 주요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2.2.4 기술적 동기에 의한 M&A 연구 

 기업에서의 혁신이란 기업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인 

지식 기반의 증가를 의미한다(Henderson and Cockburn 1996). 이런 

지식기반의 증가는 내부 연구개발(exploitation)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이 기술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기간이 짧아지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내부 연구개발 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지식기반의 증가는 내부 연구개발뿐 만 

아니라 외부지식의 도입과 획득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게 되었다(Cohen and 

Levinthal, 1989).  

외부지식 기반의 도입을 위해서 기업들은 경영전략의 한 방법인 M&A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인수기업이 획득하고자 하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합병 함으로서 대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 및 기술인력까지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인수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Hagedoorn and Duyster, 2002). 그러므로 M&A 성공요인으로 

기술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기술혁신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기술획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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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 M&A의 효율성에 대해서 증명하였다(Dodgson, 1993). 따라서 

외부기술자산 획득을 위한 기술전략으로서 M&A가 유용하며 기술역량과 

기술혁신성과를 증가 및 향상시킬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론적 배경이 

확장되었다(Hagedoorn and Duysters, 2002). 

 

 

 

 

 

 

 

 

 

 

 

 

 

 

 

 



- 15 - 

 

3. 가설 설정 

  

3.1 이전 협력경험 (전략적 제휴 및 M&A)과 혁신성과 

기업의 이전 협력 경험에 따른 혁신성과가 성공적이지 않다는 연구(Porter, 

1987)가 있다. 하지만 여러 기업들과 학계에서는 이전 협력경험이 있는 

기업들과 이전 협력 경험이 없는 기업 간에는 분명한 성과차이가 존재하고 

이전 협력 경험이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혁신성과가 더 좋다고 

한다(Lubatkin, 1983). 1993년 Hitt et al.는 12개의 인수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기업의 이전 협력경험이 협력 이후의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협력관계에 있는 Focal 기업의 협력 

경험이 기존 Focal기업의 보유 자원과 Partner 기업의 보유자원과의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협력 경험이 있는 기업은 자신들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언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 무엇이 협력 관계에서 

성공요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Bruton, Oviatt and White, 1994). 그리고 

1989년, Flower와 Schmidt는 자신들의 연구에서 협력관계 구축의 시점 이전 

4년간의 협력관계 경험이 협력관계 구축 이후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혀 내었다. 

행동학습이론(Behavioral learning theory)에서도 이전 협력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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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과 간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행동학습이론은 환경적인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행동결과를 예측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미래 행동에 

대해 현재 및 과거의 환경적 영향이 존재한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이다(e.g., Reynolds, 1975).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기업 역시도 과거의 경험에 따라 현재의 기업 

행위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기업이 과거에 행해진 

궤적에 따라 미래에도 같은 경로로 움직인다는 경영전략 이론 중의 하나인 

경로의존이론(path dependency theory)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M&A 이후 혁신성과에 대해 여러 이전 

연구들은 기업들이 이전 협력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향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었다. 

 

가설 1a. 외부기술자원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이전 제휴경험이 

있다면, M&A이후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b. 외부기술자원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이전 M&A 경험이 

있다면, M&A 이후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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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술적 유사성과 혁신성과 

 이전 연구에서 인수기업의 기존 기술기반과 인수기업이 획득한 

피인수기업의 기술 기반의 통합과 혁신성과 창출에 대한 중요한 요소는 그 두 

기업이 보유한 기술 기반 간의 유사성이라고 하였다(Lubatkin, 1983; Singh 

and Montgomery, 1987; Lane and Lubatkin, 1998). 단순히 두 기업 간의 

절대적인 기술지식 사이즈 차이에 대해서 다룬 연구(Henderson and 

Cockburn, 1996)들도 많이 있었으나 인수기업의 기술과 피인수기업의 

기술간의 공통적인 속성의 존재에 따라 M&A이후 기술적 통합작업과 시너지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연구들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 관점에서 보자면, 피인수기업의 

기술자산이 인수기업의 기술자원과 유사하고 획득한 기술과 유사한 이전 

기술지식이 있다면 새롭게 얻은 기술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어 

획득한 기술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Cohen and 

Levinthal, 1990). 그리고 기술지식의 유사성은 두 기업 간의 기술지식 

기반의 통합을 촉진한다(Kogut and Zander, 1992; Grant, 1996). 따라서 이 

기술적 유사성은 두 기술지식 기반 사이의 기술지식 전달(technological 

knowledge transfer)을 유연하게 하며 학습(learning)을 가능하게 

한다(Lane and Lubatkin, 1998). 이에 따라, 획득한 외부기술지식은 

인수기업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이나 풀리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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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다(Cohen and Levinthal, 1990). 그러므로 새롭게 

획득된 기술지식은 기존 지식기반을 확장시켜 새로운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이전 연구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기술적 유사성이 M&A이후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이전 연구들에 기반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가설 2. 인수한 외부기술지식 기반과 인수기업의 기존 기술지식 기반 

사이에 기술적 유사성이 존재한다면, M&A 이후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3 상대적 기술지식 기반 사이즈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의 상대적인 기술지식 기반 사이즈에 대해 

진행되었던 이전 연구들이 많이 있다. 또한 새롭게 획득한 지식들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인수기업들은 새롭게 

획득한 기술에 대한 속성 및 가치를 파악하여 기존 기술에 적용하고 새롭게 

응용해야 한다(Cohen and Levinthal, 1990). 하지만 획득한 기술지식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기술지식 기반의 상대적인 사이즈를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Ahuja and Katil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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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식은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달된다. 또한 

전달 과정에서 학습활동이 일어난다(Haspeslagh and Jemison, 1991). 이 

과정에서 인수기업의 기술지식 기반과 피인수기업의 기술지식 기반 간의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서 기술지식 전달 및 학습활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이후 혁신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슷한 기술지식 기반을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면 기술지식 전달이나 학습활동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Ahuja and Katila, 2001). 하지만 이 두 기업간의 기술지식 사이즈가 

서로 다르다면 기술지식 기반이 더 큰 쪽의 자원에 의해 기술지식 기반이 

작은 쪽의 기술지식 기반이 침식당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Ahuja and Katila, 

2001). 따라서 만약 피인수기업의 기술지식 기반이 인수기업의 기술지식 

기반 보다 더 크게 된다면, 인수기업의 기존 기술개발 로드맵과 

루틴(routine)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이후 기술지식 기반의 통합 

작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서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이전 연구에서는 밝히고 있다(Haspeslagh and 

Jemison, 1991; Singh and Zollo, 199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일 산업군에 속해 있는 기술기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동일산업 내의 외부기술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M&A전략을 시행할 때 인수기업들은 기존 기술역량과의 

전략적 적합성(strategic fit)을 고려하게 되고 외부기술지식 인수 이후, 기존 

기술과의 통합을 통한 기술적 시너지 효과를 발현시키기 위해 두 기술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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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된다(Cassiman and 

Veugelers, 2002). 그러므로 이런 과정을 통해 획득된 기술적 자산들은 

인수기업의 내부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게 되고 인수기업의 혁신을 가져오게 

된다(Freeman, 1991). 그리고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바이오 산업에서 

상호보완적인 외부기술자원 획득을 통하여 혁신성과를 측정한 이전 연구가 

존재하고 있다(Arora and Gambardella, 1990). 따라서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자산의 특성 및 크기는 다를 순 있지만 M&A를 

준비하는 기업은 외부기술자원 획득 후의 기술적 시너지를 통한 혁신성과를 

기대하게 되므로 인수 이전에 기술적 상호보완성을 고려한 전략적 적합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그러므로 동일산업의 기술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피인수기업의 기술기반 사이즈가 인수기업보다 크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항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기술M&A라 판단되므로 

상대적으로 더 큰 외부기술자산을 획득하더라도 인수기업의 내부 기술개발에 

악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M&A이후의 기술혁신 성과에 기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었다. 

 

가설 3. 피인수기업의 기술지식 기반이 인수기업의 기술지식 기반보다 

크다면, M&A이후 성과에 긍정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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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모형 및 방법론 

 

4.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동기에 

의한 M&A(기술M&A)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M&A 이후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공요인의 첫 번째로는 기술M&A를 준비하는 

인수기업 관점에서 인수기업의 이전 협력경험(전략적 제휴 및 M&A경험)을 

조사하여 외부기업 및 기술 인수에 대한 인수기업의 역량을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의 dyadic 관점으로서 두 기업간의 

기술적 유사성 및 상대적 기술지식 기반 사이즈를 분석하여 M&A이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만한 요인을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인수기업 관점에서 

분석한 이전 협력 경험은 M&A이전의 전략적 제휴 및 M&A 등의 과거 

협력경험을 M&A이전 5년간을 기간으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피인수기업과의 기술적 유사성 및 상대적 기술지식 기반 사이즈는 

M&A이전의 5년간 각 기업에서 출원한 특허를 조사하여 이 두 기업간의 

공통적인 속성과 절대적인 기술지식 사이즈를 측정하였다. 이전 협력 경험과 

기술적 유사성 및 상대적 기술지식 기반 사이즈를 M&A 이전 5년 간으로 

설정하여 인수기업의 M&A이전 외부기술자원 인수 및 내부 기술적 역량을 

관찰한 이유는 각 변수들의 연간 변화량 및 오차, 기술지식의 축적에 따른 



- 22 - 

 

효과를 감안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기술혁신 성과의 경우도 앞서 

언급한 독립변수와 마찬가지로 M&A이후 5년 동안의 기술개발 역량을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는 외부기술자산 인수 이후 기존 기술자산과의 

재조합에 걸리는 시간 및 시너지가 발현되는 시간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M&A이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혁신성과가 발현되었는지 측정하기 위해 

M&A이후 혁신성과에서 이전 혁신성과를 제거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기술혁신 성과의 변화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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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의 혁신성과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외부기술 획득을 위한 M&A는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기술자원을 획득하여 인수기업의 기존 기술자원과의 통합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기술지식 

기반을 정의하고 측정 하는 것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술적 유사성, 상대적 기술지식 기반 사이즈를 

계량경제학적으로 측정 및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자산의 독특함과 기술의 신규성을 

대변하고 있다(Jaffe, Trajtenberg and Henderson, 1993). 그러므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확인하고 공개적으로 출원되어 있는 특허를 조사하는 

것은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피인수기업과의 기술적 유사성 및 

상대적인 기술지식 기반 사이즈를 측정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Kim and 

Kogut, 1996). 따라서 기업이 보유한 특허는 기업의 기술지식 기반을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기반 기업의 기술적 역량 및 

보유 기술지식의 자산을 특허로 평가하여 연구의 가설들을 측정하였다. 

또한, 두 기업의 이전 기술 기반을 특허의 고유한 출원번호 및 출원수로 

측정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유사성을 측정할 때 두 기업이 보유한 

여러 특허 간의 대분류 표기법에 따라, 공통된 대분류에 각 기업의 특허가 

속해있을 때, 두 기업간의 기술적 교집합이 존재함으로 평가하였다(Stu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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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dolny, 1996 ; Mowery, Oxley and Silverman, 1998). 또한 상대적인 

기술지식 기반 사이즈를 측정할 때는 이전 특허 출원수를 비교함으로써 두 

기업의 기술지식 기반을 평가할 수 있었다. 

 

4.3 설정변수 

4.3.1 종속변수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는 주로 기업들이 출원하는 특허수에 의해 

측정되어 왔다(Ahuja and Katila, 2001). 즉, 외부기술자원 획득에 통해 

얻어진 기술자산과 인수기업의 기존 기술자산과의 재조합을 통해 나타난 특허 

출원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허는 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기술적 

신규성(technological novelty)을 지칭하고 있고(Griliches, 1990), 기술적 

신규성으로 출원된 특허는 기업의 지적 재산권으로 경제적 중요성(economic 

significance)을 내포하고 있다(Kamien and Schwartz, 1982; Scherer and 

Ross, 1990).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기술개발 혁신 성과로서 단순히 특허의 개수를 

측정하는 것 대신 기업의 사이즈와 연구개발 지출액을 통제함으로써 기술 그 

자체의 혁신 성과를 보려고 하였다. 기업의 사이즈를 연간 매출액으로 하여 

매출액 대비 특허의 출원수를 계산하는 특허 강도(patent intensity)로 혁신 

성과를 측정한 기존 연구(Hargerdoorn, 1994; Hitt et al., 1991)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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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 기존 연구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 그 자체의 

혁신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R&D지출비용 대비 특허 출원수(patent yield)를 

측정하였다(Hall & Jaffe & Trajtenberg, 2001). 기업의 연간 매출액으로 

특허 출원수를 나눔으로써 기업 사이즈를 배제한 상황에서의 특허 출원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혁신성과 측정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기업의 연간 

매출비용이 많으면 그 만큼 연구개발 지출비용도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개발 지출비용으로 기업 사이즈를 통제함은 물론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통제함으로써 측정에 사용되는 기업의 사이즈를 더욱 세밀하게 

통제하여 순수 기술혁신 활동인 기술자산의 재조합 효과를 보려 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M&A 이후 5년 간의 혁신성과에서 

M&A 이전 혁신성과를 제거함으로써 M&A로 인한 기술혁신 성과를 

측정하였다. 

 

                

 

  
                           

                   
   

                           

                   
 

 

 

4.3.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 변수는 인수기업의 M&A 역량(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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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y)을 알아보기 위해 이전 전략적 제휴경험 및 이전 M&A경험과 

피인수기업과의 dyadic 관계를 알아보는 기술적 유사성 및 상대적 기술지식 

사이즈 등 총 4가지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피인수기업과의 dyadic 관계를 

보기 위해 M&A가 발생한 시점의 이전의 5년간을 측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기술적 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낮아지고 특히 5년 안에 

대부분의 가치를 잃게 된다는 이전 연구들에 근거하였다(Van De Vrande, 

Vanhaverbeke et al., 2009).  

 

 인수기업의 M&A 역량 측면 4.3.2.1

이전 전략적 제휴 경험 및 이전 M&A 경험 

 이 두 가지의 이전 협력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각 기업들의 M&A 이전 5년(t-5)부터 M&A이전 연도(t-1)까지의 전략적 

제휴 및 M&A 경험 여부를 추적하여 이전 협력 경험이 있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하여 Dummy변수로서 이전 협력 경험을 

설정하였다. 

 

Previous Strategic Alliance Experience = 1 or 0 

 

Previous M&A Experience Experience = 1 o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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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과의 Dyadic 관계 측면 4.3.2.2

기술적 유사성 (Technological Similarity) 

        기술기반의 기업의 M&A에서는 획득하려는 기술자산과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협력성과가 더욱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Cohen and levinthal,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자산을 대표하는 

특허코드를 분석함으로써 두 기업 간의 기술적 유사성을 측정하였다. 이 

기술적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전 연구를 참고하였다(Carayannopoulos 

and Auster, 2010). 이전 연구에서는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에 따라 

부여되는 특허의 기술코드인 UPC(미국특허분류, US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라 기술적 유사성을 측정하였는데, 우선 UPC는 xxx,xxx 형태의 특허분류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앞의 세 자리는 특허의 대분류로서 사용되고 뒤의 세 

자리는 좀 더 상세한 소분류로서 사용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세 

자리(대분류)를 사용하여 두 기업간의 기술적 유사성을 분류하였다. 따라서 

기술적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두 기업의 주어진 기간 내에 출원된 총 

특허수를 더하여 그 중에 두 기업이 출원한 특허 대분류 중 공통적으로 

들어간 특허수를 뺀 값으로 그 공통된 특허수를 나누어 주는 방식이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적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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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을 설명하자면,     는 인수기업의 M&A 이전에 출원된 특허이고 

   는 피인수기업의 M&A 이전에 출원된 특허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는 M&A 이전에 출원된 특허들의 공통된 대분류를 뜻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식이 0 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 0 으로 갈수록 기술적 

유사성이 떨어짐을 의미하고 1 로 갈수록 기술적 유사성이 높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상대적 기술지식 사이즈 (Relative size of technological base) 

          이 독립변수는 획득한 기술지식 사이즈를 인수기업의 기존 

기술지식 사이즈로 나누어준 값이다. 이 두 기업의 기술지식 기반은 M&A 

이전의 출원한 특허수로 계산하여 각각 대입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에서 

제시한대로 인수한 기술지식 기반을 측정하여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려 한 것이므로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상대적 기술지식 사이즈

  
 𝒄𝒒          ′𝒔   𝒄   𝒍   𝒄 𝒍 𝒔 𝒛        ~    𝟏 

 𝒄𝒒           ′𝒔   𝒄   𝒍   𝒄 𝒍 𝒔 𝒛        ~    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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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하는데 독립변수 이외에 기술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로 인수기업의 M&A 시행 이전 5년간의 

종업원수(number of employee), 특허출원수(number of previous patents), 

연구개발집중도(R&D intensity) 그리고 현금성 자산(current asset)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먼저 종업원수는 기업의 사이즈를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되어왔다. 

종업원수는 기업의 사이즈에 따라 그 크기가 많이 달라지고 또한 종업원수에 

따라 기술개발 속도 및 성과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기술자산 인수로 

인한 기존 자원과의 재조합을 통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가정을 하였으므로 기술적 시너지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를 통제하여 그 

성과를 보려 하였기 때문에 종업원수를 통제변수에 넣게 되었다. 그리고 각 

기업마다 종업원수의 차이가 크게 남에 따라 자연로그를 취해 종업원수의 

분산을 조금 더 정규화하였다(Ahuja and Katila, 2001). 

두 번째로 인수기업의 M&A이전 인수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측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M&A이전 5년간의 특허 출원 그 이전의 3년 간의 

특허출원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게 되었다(Ahuja and Katila, 2001). M&A 

활동 이전 5년간의 특허출원수를 인수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으로 측정하여 

M&A이후의 기술개발 성과를 측정하는데 설정된 기간 이전의 기술개발 

활동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이전의 특허출원 활동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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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발생 이전 5년간의 특허출원 활동이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설정한 통제변수는 연구개발집중도이다. 연구개발집중도는 

기업의 내부 연구개발(in-house R&D)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용에 기업의 연간 매출 총액을 나눈 값이다. 또한 

연구개발집중도는 전통적으로 기업의 내부 연구개발에 대한 치중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Abdullah et al., 2002)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사용하게 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설정한 통제변수는 인수기업의 M&A이전의 현금성 

자산(Current Asset)이다. 기업에서 M&A를 시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양의 

재무적 자원이 투입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M&A에 들어가는 재무적 

자원의 양은 M&A Deal 발생 및 성공여부뿐 만 아니라 M&A 이후 획득되는 

수 많은 자원들과의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알아보려 

하는 순수 기술간의 재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인수기업의 재무자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인수기업의 M&A이전 

재무적 자산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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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미 변수이름 측정방법 

종속 혁신성과 Patent Yield 

 ℎ                           ~     

                     ~     
 

  
 ℎ                           ~     

                     ~     
 

독립 

제휴경험 
Previous SA 

exp. 

제휴경험 있음 = 1 

제휴경험 없음 = 0 

M&A 경험 
Previous M&A 

exp. 

M&A 경험 있음 = 1 

M&A 경험 없음 = 0 

기술적 유사성 
Technological 

Similarity 

         

                    
 

상대적 기술지식 

사이즈 

Relative Size 

of 

technological 

base 

 𝑐𝑞          ′𝑠   𝑐ℎ  𝑙   𝑐 𝑙 𝑠 𝑧       ~     

 𝑐𝑞           ′𝑠   𝑐ℎ  𝑙   𝑐 𝑙 𝑠 𝑧      ~     

 

통제 

종업원수 Employee ln(인수기업의 M&A 이전 종업원수의 합) 

과거 측정 기간 

이전 특허 

Presample 

Patent 

인수기업의 M&A 과거 측정 기간(t-5) 이전의 

3 년간 특허수들의 합 

연구개발집중도 R&D Intensity 
연간연구개발지출

     ~     

연간매출
     ~     

 

현금성 자산 Current Asset 인수기업의 M&A 이전 현금성 자산의 합 

 

[표 1] 변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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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 산업(bio industry)의 특허출원 및 이를 통한 가설 

검증으로 이루어져있다. 바이오 산업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 바이오 

산업에서 새로운 의약품 및 의료용 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업이 

출원하는 특허가 그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개발의 혁신 성과를 

측정할 때, 특허의 사용이 그 측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이다(Puranam 

and Srikanth, 2007). 두 번째로는 바이오 산업은 첨단기술 산업을 대표하고 

있고 또한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와 M&A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산업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Hagedoorn, 2002). 세 번째로는 다른 산업과는 

달리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이므로 가장 기술집약적이며 대내외적으로 

검증된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산업이기 때문이다(Gay and 

Dousset, 2005). 그러므로 기술개발을 위해 다른 기업과의 기술적 제휴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M&A발생 건수가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 성과로서 

발생되는 특허가 여타 산업보다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고 하는 이전 협력경험의 유무, 기술적 유사성 그리고 

상대적인 기술지식 사이즈 차이를 확인하는데 적합한 산업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 산업군에 속해 있는 45개의 제약 및 생명공학 

회사의 M&A활동과 특허 출원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기간의 

자료(longitudinal data set)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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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데이터를 선정하기 위해 미국의 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제휴와 

M&A활동을 정리해놓은 BIOSCAN 데이터를 조사하였다. 그 대상은 

1982년부터 2007년까지 M&A활동이 일어난 경우를 찾았고 그 중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M&A활동이 발생한 기간을 선정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132개의 M&A Event를 본 연구를 위한 초기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M&A활동의 이전 및 이후의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M&A가 발생한 시점의 이전, 이후 5년간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M&A가 

발생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첫 번째로, 단일 년도(시점)의 M&A를 

조사해본 결과 본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M&A건수가 많지 않아 

M&A활동을 통한 기술혁신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또한 

M&A활동의 통한 이후 기술혁신 성과 추세를 추정하기에도 데이터의 

개체수가 작았으므로 3년간의 누적된 M&A활동을 조사하여 M&A 이전 및 

이후 5년간의 특허출원을 누적 측정하여 M&A의 성과 추정을 하기 위함이 

그 두 번째 이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M&A를 통한 최근의 기술혁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M&A활동 발생시점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설정한 3년간의 M&A 발생으로부터 본 연구에서 사용할 최종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우선 이전 협력 경험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과거에 기업 전략적 제휴 및 M&A경험이 유무에 따라서 이전협력 경험의 

유무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국내 및 전세계 기업들이 출원한 특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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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KIPRIS(특허정보검색사이트)에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M&A발생 이전 의 5년간의 특허 출원을 검색하였고 또한 

M&A이후 5년간의 인수기업의 특허출원을 검색해보았다. 하지만 초기에 

선정한 132건의 M&A케이스 모두에 대한 특허 정보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 

동안 사라진 기업 그리고 검색이 되지 않는 특허들이 존재함에 따라 초기에 

선정한 M&A건수는 92개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또한 이번 연구는 

M&A활동을 통한 기술획득 및 성과 측정이기 때문에 M&A Deal을 발생 

시키고 M&A로 인해 획득되는 수 많은 인적, 물적 자원과의 관계로 인해 

기술획득 이후의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무적 자산을 통제하기 위해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Datastream을 이용하여 종업원수, 현금성 자산 정보 

등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누락된 기업들 및 검색되지 않는 정보에 

의해 연구 대상 M&A건수는 45개로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샘플 개수는 45개로 선정이 되었다. 

최종적으로 위의 몇 가지 작업에 의해 45건의 M&A활동을 선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각 가설에 해당하는 데이터 얻기 위해 과거 협력 경험을 

조사 및 특허 출원활동을 조사해봄으로써 각 기업들의 기술지식 기반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Griliches, 1790).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각 기업 및 

설정한 기간에 출원된 특허의 특징과 출원 번호 및 대분류를 통하여 기술적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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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론은 선형회귀분석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식 및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변수 내 

Outlier값의 존재를 잔차 분석을 통하여 발견하였고 이런 Outlier값이 

회귀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Cook’s Distance의 계산을 

실시하였다. Cook’s Distance 계산 후, 처음 발견한 Outlier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회귀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는 Outlier를 제거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값을 보기 위해 

로버스트 회귀분석(robust regression)을 다시 사용하였으며 분석도구로는 

STATA 11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𝟏 𝟏                                           

  

   : M&A이후, 인수기업의 혁신성과 

 𝟏 : 인수기업의 과거 제휴 경험 

   : 인수기업의 과거 M&A 경험 

   : 기술적 유사성 

   : 상대적 기술지식 사이즈 

   : 인수기업의 종업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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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기업의 (t-8) ~ (t-6) 간의 특허 출원수 

   : 인수기업의 과거 연구개발 집중도 

   : 인수기업의 유동(현금성)자산 

 

4.5.1 선형회귀분석(OLS Regression) 

회귀분석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 사이의 관계 특히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추측통계의 한 분야이다. 회귀분석은 특정 변수값의 

변화와 다른 변수값의 변화가 가지는 수학적 선형의 함수식을 파악함으로써 

상호관계를 추론하게 되는데 이 추정된 함수식을 회귀식이라 한다. 이러한 

회귀식을 통하여 특정 변수(독립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종속변수)의 

변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면 어느 변수의 변화가 원인이 

되고 어느 변수의 변화가 결과적인 현상인지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할 수 

있다. 

 

4.5.2 로버스트 회귀분석(Robust Regression) 

선형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데이터 중 outlier가 존재하거나, 

영향력이 큰 관측치가 존재할 경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로버스트 회귀분석(robust regression)을 사용하게 된다. 로버스트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것은 outlier나 영향력이 큰 관측치를 모두 배제시키는 

선택과 이러한 데이터를 다른 관측치와 동일하게 OLS에 적용하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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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적절한 타협점을 제시하므로 좋은 분석방법이 될 수 있다. 

로버스트 회귀분석을 사용하려면, 우선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관측치의 Cook’s Distance를 알아내야 한다. Cook’s Distance를 측정한 뒤, 

1이상 되는 관측치는 배제시킨다. 그 후, 잔차 절대값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계산하는 반복계산과정을 실시한다. 이전 반복계산과의 가중치의 최대 차이가 

허용점 이하가 되면 반복계산을 중지하며, 이 과정에는 두 종류의 가중치가 

이용된다. Huber 가중치를 사용하면, 작은 잔차를 가지는 관측치는 1의 

가중치를 가지게 되며, 잔차가 커질수록 가중치는 작아진다. Biweighting 

방식에서는 잔차가 0이 아닌 모든 경우에 조금씩이라도 가중치를 낮게 

가지게 된다. Huber 가중치를 사용하면 극심한 이상치를 다루기 어려우며, 

biweights는 수렴되지 않거나 다중해를 구하게 될 수 있으므로 두 종류의 

방식을 모두 사용한다. 우선 Hurber 가중치를 먼저 사용하여 biweight의 

문제를 최소화 시키며, 로버스트 회귀분석의 결과 창 상단에서 이러한 두 

종류의 가중치 방식이 사용된 순서와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Stata default를 

사용하여 알아본 결과, 로버스트 회귀분석은 OLS의 약 95%에 달하는 

효율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Hamilton 1991). 요약하자면, 로버스트 

회귀분석은 Cook’s Distance를 기준으로 최대 영향치를 배제시키고, 큰 절대 

잔차값을 지니는 경우 가중치를 줄인다고 보면 된다(Li,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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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Cook’s Distance 

Cook’s Distance는 통계학에서 선형 회귀 방정식 분석을 사용할 때, 

각 데이터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큰 residual이나 높은 

leverage를 가지는 데이터는 회귀분석의 정확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Cook’s Distance를 기준값으로 사용하여 

영향치(influential observation)나 이상치(outlier)가 제외되었을 경우의 

효과를 측정하게 된다(Verardi and Croux, 2009). 

 

Cook’s Distance 측정 방법 

 

    
∑  �̂�   �̂�       

 =𝟏

  𝑴𝑺 
 

 

�̂�j   : 전체 회귀식으로부터 측정한 관측치 j 의 예측값 

�̂�j(i) : 관측치 i 가 제외되었을 때, 추정된 회귀식으로부터 측정한 관측치 j 의 예측값  

MSE : 회귀식의 평균제곱오차 

P    : 모델에 사용된 변수의 개수 

 



- 39 - 

 

Outlier 의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며, 가장 간단한 

기준으로는 Di > 1 경우를 outlier 로 잡는다. 다른 기준으로는 Di > 4 / n(n 은 

관측치의 개수) 경우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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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표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 및 통제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인수기업의 이전 협력 경험으로 설정한 제휴 경험 및 

M&A경험은 Dummy 변수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최소값 및 최대값은 0 또는 

1의 값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변수의 평균을 보면 제휴 경험의 평균이 

0.95555로 본 연구에 활용된 인수기업들이 0.68888의 평균을 보이는 

M&A경험 보다는 제휴경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M&A활동에 포함되는 인수기업들의 과거 활발한 기술 

협력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술적 유사성 같은 경우는 평균이 

0.0437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의 기술적 유사성이 많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대값이 0.6이므로 각 M&A활동 간의 기술적 

유사성의 값들이 상대적으로 편차가 큼을 볼 수 있다.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특허수의 비로 측정한 상대적 기술지식 사이즈는 평균적으로 

1.72596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피인수기업 특허수 / 인수기업 

특허수)의 식으로 측정하였으므로 평균적으로 피인수기업의 특허수가 

인수기업의 특허수 보다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최소값 및 최대값의 

상대적인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각 기업마다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사이즈를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종업원수는 각 

기업의 사이즈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로그를 



- 41 - 

 

취해 정규화를 시켜서 변수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 최소값 및 최대값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각 기업마다의 

사이즈가 크게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간 

동안의 M&A 효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그 이전의 3년간 특허수를 

통제변수로 하였다. 이 특허수도 기업의 사이즈 차에 따라 특허출원수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년 평균 115.6건의 특허가 출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수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증진을 위해 M&A이전 5년간의 

투자한 R&D지출비용을 각 년도의 매출액으로 나누어본 결과 기업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은 기업의 사이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으로 인해 향후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통제변수로 설정함이 옳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A Deal 발생 및 성공여부 그리고 기술개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기업의 과거 5년간의 현금성 자산을 조사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K$7,629,862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최대값 및 최소값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것 또한 기업 사이즈 차이에서 

발생한 비대칭적인 편차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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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통계량 

 

 표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상관계수들이다. 상관관계를 측정해본 결과 대부분의 독립변수들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인수기업의 종업원수와 현금성 

자산 간의 경우 0.7156이라는 다소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었다. 

변수들간의 상관계수가 0.6 이상인 경우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Rea & Parker, 2005). 다중공선성이 

있는 경우는 두 변수간의 높은 상관관계에 따라 각 변수들이 독자적으로 

종속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므로 회귀분석의 설명력이 상당히 

변수 관찰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제휴 경험 45 0.95555 0.20840 0 1 

M&A 경험 45 0.688888 0.46817 0 1 

기술적 유사성 45 0.07437 0.13527 0 0.6 

상대적 기술 사이즈 45 1.72596 5.69617 0.00210 28.44444 

종업원수 45 8.25638 2.98069 2.30258 11.71668 

(t-8)~(t-6) 특허 45 115.6 184.3675 4 890 

연구개발 집중도 45 2.27084 6.40917 0.04798 26.61429 

현금성 자산 45 K$7,629,862 1.04e07 3987 M$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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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두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4인 VIF분석표에 잘 나타나있다. 만약 

VIF의 값이 10보다 더 큰 값을 띌 경우 다중공선성을 강하게 의심해보아야 

하고 또한 1/VIF라고 표시되어 있는 공차의 한계(tolerance) 값이 0.1보다 

이하라면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분석모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Myers, 1990). 하지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던 인수기업의 

종업원수와 현금성 자산 변수의 VIF값이 각각 3.77 및 2.44로 10이하의 

수를 나타내고 또한 VIF평균이 1.88의 값이 가짐으로써 최대허용치인 10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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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7 8 

제휴경험 1        

M&A 경험 0.3209** 1       

기술적 유사성 0.1199 0.0152 1      

상대적 기술지식 사이즈 -0.4804*** -0.1116 -0.0497 1     

종업원수 0.2522* 0.4044*** 0.0268 0.0884 1    

샘플 이전 특허 0.1255 -0.0523 0.2455 -0.1444 0.2983** 1   

연구개발 집중도 0.0644 -0.0499 0.2151 -0.0860 -0.5137*** -0.0913 1  

현금성 자산 0.1407 0.4117*** 0.0609 -0.0581 0.7156*** 0.2824* -0.2436 1 

*** p<0.01; ** p<0.05; * p<0.1 

[표 3] 상관관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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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분석 

 

표5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대한 로버스트 회귀분석(robust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표이다. 모형 1은 독립변수를 제외한 통제변수들만으로 

구성된 로버스트 회귀분석 모형이다. 그리고 모형 2는 모든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로 

이전 제휴경험을 포함한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모형 3은 통제변수들 및 이전 

제휴경험과 이전 M&A경험을 포함한 모형이고 모형 4는 모형 3에 이어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기술적 유사성을 포함시킨 로버스트 회귀모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형 5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모든 독립 및 통제변수를 포함한 로버스트 

회귀분석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로버스트 회귀분석을 하기 전, 본 모형에 대한 검사와 분석 

자료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각 독립변수에 대한 표준화 잔차 및 

변수 VIF 1/VIF 

제휴경험 1.73 0.579636 

M&A 경험 1.45 0.690936 

기술적 유사성 1.15 0.872268 

상대적 기술지식 사이즈 1.55 0.644258 

종업원수 3.77 0.265168 

과거 측정기간 이전 특허 1.30 0.770739 

연구개발 집중도 1.67 0.598033 

현금성 자산 2.44 0.410458 

평균 VIF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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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던트 잔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한 회귀식에 사용되는 

독립변수의 데이터값이 Oulier값을 포함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 

Outlier값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과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Cook’s Distance를 측정해보았다. 그 결과 그 Outlier를 

포함하고 있는 회귀식의 값의 크기가 3.10032로 Cook’s Distance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치 1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전체 

회귀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모형에 영향을 주고 있는 Outlier의 영향을 최소화 및 배제하고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결과에 대한 값을 측정하기 위해 로버스트 회귀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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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제휴경험  0.4001451*** 

[0.1249242] 

0.2614869*** 

[0.0661984] 

0.259688*** 

[0.0894958] 

0.3750816*** 

[0.11699] 

M&A 경험   0.1338683*** 

[0.0341355] 

0.1610639*** 

[0.0463994] 

0.1602548*** 

[0.0512331] 

기술적 유사성    0.2852144* 

[0.1414855] 

0.2688136* 

[0.1559649] 

상대적 기술지식 사이즈     0.007561* 

[0.0040829] 

종업원수 -0.0322675 

[0.0090623] 

-0.0301266* 

[0.0147497] 

-0.0281506*** 

[0.0079119] 

-0.0327577*** 

[0.0106996] 

-0.0373288*** 

[0.128399] 

과거 측정기간 이전 특허 -0.0000928 

[0.0000898] 

-0.0001129 

[0.0001391] 

-0.0000254 

[0.0000747] 

-0.0000746 

[0.0001052] 

-0.0000482 

[0.000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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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연구개발 집중도 -1.023069 

[0.0044367] 

-1.032392*** 

[0.005505] 

-1.023276*** 

[0.0029649] 

-1.024676*** 

[0.0040037] 

-1.025453*** 

[0.0044917] 

현금성 자산 5.53e-09 

[2.24e-09] 

4.16e-09 

[3.49e-09] 

3.42 e-09* 

[1.82 e-09] 

2.92 e-09 

[2.46 e-09] 

3.45 e-09 

[2.90 e-09] 

상수 0.3898292 

[0.0687114] 

0.0022237 

[0.1334081] 

-0.010878 

[0.0695386] 

0.0127392 

[0.0939325] 

-0.0736265 

[0.1087456] 

관찰 개수 44 44 44 44 44 

      

*** p<0.001; ** p<0.05; * p<0.1 

[표 5] Robust regression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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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1은 인수기업의 이전 협력경험으로서 M&A이전에 제휴경험이 있다

면 M&A 이후 기술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모

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에서 도출된 계수가 각각 0.4001451 (p < 

0.001), 0.2614869 (p < 0.001), 0.259688 (p < 0.001), 0.3750816 (p < 

0.001)로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

설이 강력하게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부자원획득을 위한 M&A

를 시행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서 분석해보았던 기술통계량에서 M&A를 추진하는 인수기업의 과거 경험 

중 전략적 제휴 체결이 M&A보다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산업적 특성으

로 볼 때, 기술개발에 있어 실패의 위험이 항상 상존해있고 이를 회피하기 위

한 일종의 기업 전략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런 많은 전략적 

제휴 경험은 M&A를 성사 및 성공으로 이끄는데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됨을 본 

연구에서 밝힐 수 있었다. 

가설 2는 가설 1과 마찬가지로 인수기업의 협력 역량에 대해 알아보는 가

설로서 M&A 이전에 M&A경험이 있다면 M&A이후 기술혁신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모형 3, 모형 4, 모형 5에서 계수가 

0.1338683 (p < 0.001), 0.1610639 (p < 0.001), 0.1602548 (p < 0.001)로 

양의 값을 보이고 p-value 역시 1%이내의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

설 2도 역시 강력하게 지지되었다. 또한 M&A경험에 대한 가설은 제휴경험에 

대한 가설과 마찬가지로 M&A이후 기술혁신 성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줌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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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은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기술적 관계를 알아보는 가설로서 두 

기업 간의 기술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M&A이후 기술혁신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가설 역시 모형 4와 모형 5에서 각각 0.2852144 

(p < 0.10)와 0.2688136 (p < 0.10)의 양의 계수를 가지면서 10%이내의 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세 번째 가설도 M&A를 통한 기

술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가설이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설 4도 가설 3에 이어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과의 dyadic 관계를 분석하

는 가설로서 피인수기업의 기술지식 기반이 인수기업의 기술지식 기반 보다 

더 크다면, M&A이후 기술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다. 따

라서 모형 5에서 볼 수 있듯이 가설 4에 해당하는 변수의 계수가 0.007561 

(p < 0.10)이고 또한 p-value역시 10%로 이내로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따

라서 가설 4역시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외부기술자원획득을 위한 M&A의 성공요인으로서 이전 협력 경험, 

기술적 유사성 그리고 피인수기업의 많은 기술자원들이 인수기업의 M&A 이

후 기술혁신 성과에 많은 도움이 됨을 알 수 있고 기술획득을 위한 M&A의 

성공요인으로서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에서와

는 달리 순수 기술적 시너지를 통한 기술혁신 효과를 보기 위해 인수기업의 

M&A이전 5년간의 현금성 자산을 통제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분석 및 확인하

고자 하는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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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본 논문의 검증 결과, 통제변수 중 M&A 이전 인수기업의 

종업원수와 연구개발집중도의 계수가 유의한 수준으로 음수의 계수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변수 설정 측면에서 M&A 이후 성과측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의 이질성 측면에서 통제한 변수로 이 두 변수를 

통제변수를 설정한 것은 본 연구의 모형 설정이 잘 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통제변수가 유의 수준으로 음수의 값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종업원수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우선 

기업의 사이즈를 통제하기 위해서 설정한 변수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술개발 역량 또한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변수가 

본 연구에서 음의 값으로 나온 것은 M&A 이후 조직이 방대해지고 또한 

종업원의 수가 많아짐에 따른 기술혁신성과에 대한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M&A 이후의 연구개발지출 

대비 특허출원수에서 M&A 이전의 연구개발지출 대비 특허출원수를 

제거함으로써 M&A 에 따른 순수 기술혁신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M&A 이후 피합병기업과의 통합작업에 따른 기술개발역량 및 기술혁신의 

성과가 M&A 이전 보다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M&A 를 하는 것은 

단기적인 성과달성의 목표도 있지만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갖추어지고 

기술혁신 성과를 보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M&A 가 현재 주로 

시행되고 있는바 종업원수의 음의 계수 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연구개발집중도 또한 기업의 이질성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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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변수로서 M&A 이후의 완벽히 통합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때문에 성과에 유의미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통제변수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런 통제변수들을 통해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알 수 있었고 

향후의 연구에서는 M&A 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53 - 

 

6. 토의 

 

 현대 기업들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 및 기술 환경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변

화의 속도가 빠르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들만으로는 시장에서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McGrath and MacMillan, 2000). 따라서 기업

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증가시키는가

에 따라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Capon & Glazer, 

1987).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기업가치 창출 및 매출의 증가를 가져

오는 것의 출발점이 바로 기술적 자산이다. 하지만 기업 내부 자원을 이용한 

기술개발 및 기술적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 두 가지에 들이는 노력을 동

시에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범위 내에서 내

부적인 기술 역량을 증가 시키기가 종종 불가능할 때가 나타나고 있다

(Marquis, 1988). 그래서 기업들은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또는 점

하기 위하여 외부기술자원 획득을 고려해야만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Ohba, 

1996). 또한 Chesbrough가 2003년에 발표한 Open innovation은 이런 현상

들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적극적인 내부 개발 및 기술자원에 대한 

Outsourcing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기술자원 획득에 대한 여러 방법 중 M&A전략을 선택하

였고 또한 본 연구의 제목처럼 기술적 동기에 의한 M&A의 성공요인을 분석

해봄으로써 향후, 성공적인 기술M&A로 가기 위한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그

리고 M&A를 통한 외부기술자원 획득 및 인수 후 기술적 시너지를 위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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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우선 자신들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분석해야 할 것이며 

M&A 실사(due diligence)과정에서 피인수기업에 대한 기술적 특성들을 분석

하여 인수기업의 기술과의 시너지 발현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주안점은 M&A를 통한 순수 기술적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

해 독립변수로 설정한 인수기업의 이전 협력 경험 및 피인수기업과의 기술적 

유사성, 상대적인 기술지식 사이즈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또한 재무

적 자산까지도 통제변수로 넣음으로써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려 하였다. 인수

기업의 M&A역량 측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설정한 가설 1과 가설 2를 통해 

이전 협력경험들이 미래의 M&A Deal 성사 및 M&A이후 획득한 기술자산과

의 기술 시너지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피인수기업의 기술자산과의 dyadic 관계를 분석한 기술적 유사성의 

존재 및 상대적인 기술지식 사이즈에 대한 가설 3과 가설 4 또한 기술 M&A 

성공의 주요 요인임을 밝힐 수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가설인 상대적인 기술

지식 사이즈에 대한 가설은 찬반의 연구가 많이 있는 상태로 어느 것이 옳다

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술기반 기업의 M&A를 다루고 있고 

M&A의 대상 역시 기술자산이기 때문에 인수기업 측면에서는 외부기술지식에 

대한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바이오 산업이라는 동일 산업분야에서의 기술 M&A를 가정하고 있고 

M&A에 참여한 기업들 역시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내부 R&D로 진행하고 있

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또한 동일 기술분야의 기업이므로 인수 및 피인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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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기술지식은 상호보완적(complementary)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분야의 더 많은 지식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인수기업 입장에서는 기

술지식 기반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본 연구모

형에 대한 검증이 각 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4가지 

가설들은 연구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 번째로 연구 대상 기업의 사이즈를 한정 짓지 

않고 모든 기업을 대상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의 사이즈에 

따른 비대칭적인 데이터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기업 집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변수 및 데이터 상의 비대칭적 

편차 발생의 가능성을 줄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산업을 

바이오 산업으로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바이오 산업의 기술들은 다양한 기업

에 넓게 분포되어 있고(Powell et al., 1996) 따라서 각 기업들의 응용핵심 

기술들이 다르다. 그러므로 여타 산업에 비해 기업 간 협력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협력활동을 통한 기술혁신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

다(Hagedoorn, 2002). 또한 기술개발에 따른 혁신성과가 특허의 형태로 뚜

렷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기업의 기술역량을 뚜렷하게 측정할 수 있다. 하지

만 이것은 바이오 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특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바이

오 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산업에 일반화시키는 데는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연구의 한계점은 혁신을 일

으키는 촉진제로서 M&A를 선택한 것에 따른 한정적인 통제변수 사용이다. 

그리고 통계검증 결과 통제변수인 종업원수 및 연구개발집중도의 계수가 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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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지지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M&A이후 통합작업이 완벽히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 또한 M&A에 의한 기술혁신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M&A를 통한 기술혁신 성

과를 측정하는데 여러 통제변수를 사용하였지만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타 

연구시설 및 생산시설 같은 자산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혁신성과 측정을 위한 적절한 기간 설정과 현금성 자산뿐 만 

아니라 유형자산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함으로서 M&A를 통한 효과를 더욱

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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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at are the success factors of technology-motivated M&A? 

 

Woonseung Lee 

The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Management, Economics and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cquisition of the external resources is considered as a 

crucial technology management strategy to make firm’s innovation 

and sustainable growth in the environmental which is full of 

uncertainty of success and in the fast changing environmental of 

technology. So, there are many studies about strategies of 

acquiring external resources. But, while many of Studies focused 

on the differences of firm’s culture 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the researches focusing on the technology that firms purely want 

to acquire were not fulfilled much. Then,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ure technology acquiring by using analyzing the previous 

collaboration such as strategic alliance and M&A fo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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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chnological similarity and relative size of technological 

knowledge base between acquiring firm and acquired firm. Also, 

this research established the unique control variable different from 

another research. That is the acquiring firm’s current asset before 

M&A event happened. Because current asset can affect M&A deal 

and the process of technology acquiring and process of post M&A. 

So, by using current asset as a control variable, this research 

purely could focus on the external technology acquiring and 

analyze the innovative performance through recombination 

between existing technology and acquired technology after 

technology-motivated M&A. 

 

Keywords: success factor of technology-motivated M&A; previous 

collaboration experience; technological similarity; relative size of 

technological knowledge base; M&A; strategic alliance 

Student Number: 2010-2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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