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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혁신은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하이테크 기업은 

혁신성과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은 혁신 창출의 

일환으로 외부지식에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업을 인수하지만, 모든 

인수가 혁신성과를 내지는 못한다. 이에 따라, 어떻게 인수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인수에서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피인수 기업의 지식에 대한 학습을 촉진하며, 인수-피인수 기업 

통합을 원활히 하여 혁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를 

인수-피인수 기업간 지식 유사성이 조절하는 효과도 살펴본다. 실증 분석을 

위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에 속한 198개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인수에서의 혁신성과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관계를 지식의 

유사성이 부정적으로 조절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주요어 : 혁신성과, 인수, 전략적 제휴 

학  번 : 2014-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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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기업환경에서 혁신의 창출과 확보는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은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 내부의 지식을 활용함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얻은 다양한 외부 

지식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다른 기업의 인수는 외부 지식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Wang & Zajac, 2007).  

하지만 많은 인수가 실패 하는데, 따라서 올바른 피인수 기업의 선택, 

피인수 기업의 통합 등 인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직과 지식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는 인수에 앞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수 후 

성과를 높이는 논의가 제시되었다(Porrini, 2004; Hoang & Rothaermel, 

2005; Zollo & Reuer 2010).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재무적 인수 성과나, 전략적 제휴 후 인수하는 동기 등을 분석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전략적 제휴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혁신성과가 기업의 생존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의 경험이 인수 후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수를 통해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수 전에는 올바른 피인수 

기업의 선택이 필요하며, 인수 후에는 피인수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략적 제휴 후 인수를 통한 혁신성과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인수 전과 인수 후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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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의 경험은 혁신성과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인수 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첫째, 전략적 제휴를 통해 보유 지식, 기술 개발의 단계 등 

피인수 기업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여 혁신성과를 창출 할 수 있는 기업의 

선택이 가능해진다(Hagedoorn & Sadowsky, 1999; Mitchell & Singh, 1992; 

Moody, 1993). 둘째, 잠재적인 문제요인을 파악하는 이전(transition) 

단계로써 전략적 제휴가 활용되어 혁신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인수 후에 

전략적 제휴가 혁신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는 첫째, 전략적 제휴를 

통해 복잡하고, 암묵적이며, 개인간에 내재되는 특성을 가진 지식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 지식의 전달 비용을 감소시키며, 이는 혁신성과 창출로 

이어진다(Simonin, 1999). 둘째,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수 후 기업의 통합과 

자율의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피인수 기업의 혁신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Puranam, Powell & Singh, 2006).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제휴의 경험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지식 

유사성이 조절하는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테크 산업에 속한 198개 기업에 대해서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이용하여 실증하였다. 기업 

데이터는 SDC의 Mergers and Acquisitions, Joint Ventures/Alliances, 

DATASTREAM을 사용하였으며, 혁신성과로는 미국 특허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하이테크 산업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기업의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해 인수와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일어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전략적 제휴가 있었던 인수에서 높은 혁신성과를 보였으며, 지식의 



3 

 

유사성과 혁신성과는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또한 전략적 제휴의 파트너를 

인수하는 효과를 지식의 유사성이 부정적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을 

통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인수를 통해 혁신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식의 차이가 큰 기업을 인수할 때는 인수 전 전략적 제휴를 맺음으로써 

높은 혁신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장에서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인수 

전후 과제의 해결, 지식 유사성과 전략적 제휴의 경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가설을 수립한다. 3장에서는 연구 방법을, 4장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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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인수와 혁신성과 

기업은 어떻게 혁신역량을 늘려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 기업의 

혁신역량의 창출과 확보는 그 기업의 지식기반(knowledge base)을 

늘려나가는데 있고(Dosi, Freeman, Nelson, Silverberg & Soete, 1988; 

March, 1991), 지식기반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기업 내부의 연구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 지식의 접근과 기업 내부로의 지식 이전 활동이 

필요하다(DeCarolis & Deeds, 1999). 즉, 외부 지식에 접근하고 이를 기업 

내부로 이전하여 활용하는 활동은 혁신역량의 창출에 기여한다. 

외부 지식 확보에는 기업간 비공식 네트워크, R&D 협력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두 기업간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와 인수(acquisition)는 

적극적인 외부지식 확보의 대표적인 방법이다(Wang & Zajac, 2007, Kang & 

Kang, 2009).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view; Wernerfelt, 1984)의 

관점에서 이러한 전략적 제휴와 인수는 지식기반자원(knowledge-based 

asset)을 포함한 전략적으로 가치를 가진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Barney, 1991; Chi, 1994; Haspeslagh & Jemison, 1991).  

하지만 많은 인수가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데(Schraeder & Self, 

2003; Kummer & Steger, 2008), Carleton(1997)은 55-70%의 인수만이 

원하는 결과를 낸다고 밝혔다. 좀더 최신의 연구에서는 10-30%의 인수만이 

원하는 결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다(Christensen et al., 2011).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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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의 성공과 실패 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뤄졌다(Datta, 

Rajagopalan, & Rasheed, 1991; Gadiesh, Haas & Cullinan, 2001; Kummer 

& Steger, 2008). 대표적으로 인수기업의 선택을 방해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의 해결이나(Reuer & Shen, 2004), 인수 협상을 더욱 신중히 하는 

방법(Coff, 1999) 등이 연구되었다. 또한 이전의 인수나 전략적 제휴의 

경험으로부터 학습 효과를 높여 인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Haleblian, Kim & Raiagopalan, 2006). 나아가 인수-피인수 

기업간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에 대해서도 논의되어 

왔다(Puranam et al., 2006). 실사란 인수 기업이 인수를 발표한 이후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실사에서 피인수 기업의 재무정보나 법적 문제 등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확인하여 피인수 기업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전략적 제휴는 인수가 결정되기 전 피인수 기업과의 공동 연구나 라이센싱 

제휴 등을 통해 피인수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파악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확장된 실사로 생각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는데(Hoang & Rothaermel, 2005), 대표적으로 Porrini(2004)는 조직 

학습을 촉진하고 잠재적 문제요인을 인수 전에 파악하여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인수 후 재무적 성과(ROA: return on asset)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Zollo & Reuer(2010)는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의 경험이 축적되어 인수 과정으로 스필오버(spill-over)가 

일어나 인수 후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였다. 몇몇 

연구에서는 전략적 제휴 파트너를 인수하는 동기나(Folta & Mill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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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 파트너의 인수가 다음 번 전략적 제휴에 미치는 성과(Hoang & 

Rothaermel, 2005)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가 피인수 기업을 

전략적 제휴 후 인수하는데 있어 재무적 성과나, 동기 등에 대해 

논의해왔으나 혁신성과의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는 살펴보지 못했다.  

전략적 제휴의 파트너를 인수하는 현상은 실제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곤 

한다. 실제로 스위스의 Sandoz AG(現 Novartis)는 1995년 Genetic 

Therapy, Inc.의 주식 96.4%를 2억 9,500만 달러에 인수하였는데, 두 

기업은 1991년부터 전략적 제휴 파트너 관계였다. 전략적 제휴 만으로도 

Sandoz AG는 Genetic Therapy, Inc.의 선도적인 특허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도 Sandoz AG가 Genetic Therapy, Inc.를 인수한 이유는 Genetic 

Therapy, Inc.가 가진 지식기반을 소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함이었다(Folta & Mill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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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략적 제휴 파트너의 인수와 혁신성과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인수 전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수 전과 인수 후로 나누어 각각에서 전략적 제휴가 인수 후 혁신성과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본다. 인수 전과 인수 후로 구분한 이유는 인수를 

통해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수 전 피인수 기업의 선택이 중요하며, 

인수 후 피인수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2.1 인수 전 효과 

인수 전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 피인수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수 시 더 높은 혁신성과를 창출 할 수 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인수의 관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인수 

기업과 피인수 기업이 가진 정보가 서로 다름을 말한다(Akelof, 1970).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대부분 피인수 기업이 의도적으로 그들이 가진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시킴으로써 발생한다(Granstrand & Sjolander, 1990; 

Chi, 1994).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피인수 기업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고 이 때문에 피인수 기업의 가치 선정에 실패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없는 피인수 기업을 선택하거나, 인수해야 할 기업을 

놓쳐 혁신성과 창출을 방해한다.  

비대칭성을 야기하는 정보는 혁신이 전략적 우위의 원천인 하이테크 

산업이라면 기업이 보유한 지식과 관련된 것이 많으며, 이러한 지식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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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혁신성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기술이 가진 단점을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만들어 피인수 기업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Canella & Hambrick, 1993; Ranft & Lord, 2000).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인수-피인수 기업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발생하는데, 

마찬가지로 올바른 피인수 기업 선택을 방해한다(Chi, 1994). 예를 들어 

하이테크 산업에서는 피인수 기업의 제품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인수-피인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 개발 단계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의도치 않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Graebner & Eisenhardt, 2010), 이는 올바른 피인수 

기업 선택을 방해한다. 

인수 전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략적 제휴를 통해 피인수 기업의 지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Hagedoorn & Sadowsky, 1999; Mitchell & Singh, 

1992), 인수 시 이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 연구나 라이센싱 

등과 같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연구개발 부서 내 중요 인력의 퇴사나 

연구개발의 단계 등과 같은 혁신성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올바른 피인수 기업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혁신성과 창출로 이어진다. 인수 전 실시하는 실사를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 있으나, 실사는 재무 건전성이나 법적 정보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혁신성과를 창출을 위한 지식에 대한 정보는 

한정적이라는 데서(Harvey & Lusch, 1998), 전략적 제휴가 더욱 효과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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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2.2 인수 후 효과 

인수 전 인수-피인수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올바른 기업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인수 후에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혁신성과 창출이 어렵다. 

인수 후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첫째, 지식의 특성으로 인한 

피인수 기업의 지식이 인수 기업으로 전달하는 것의 문제, 둘째, 인수 후 

조직의 통합 문제이다.  

먼저 인수 후에는 지식의 특성에 따라 지식의 전달이 어려워 혁신성과 

창출을 방해하게 된다. 전략적 우위를 가져오는 지식은 복잡하고(complex), 

암묵적(tacit)이며, 개인간 개인간 커뮤니케이션이나 관계에 내재(embedded)되어 

있는 특성을 가진다(Kogut & Zander, 1992; Ranft & Lord, 2002). 인수를 

통해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 역시 인수 기업으로 전달 

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지식의 전달은 높은 수준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Gupta & Govindarajan, 1991)  

지식 전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상적으로는 기업의 인수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두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합보다 많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합보다 

많아지지 못한다(Reus, 2012). 즉, 지식이 단순히 인수를 통해 구매 되어 

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구에서도 인수-피인수 기업의 

상대적 지식의 크기, 지식의 폭(breadth), 지식의 깊이(depth)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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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과에 영향이 있음을 밝혀왔다(George, Kotha & Zheng, 2008, Cloodt, 

Hagedoorn & Kranenburg, 2006).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식이 가지는 특성을 극복하여 인수 

후 더 나은 혁신성과를 보일 수 있다. 전략적 제휴를 통해 피인수 기업에 

대한 지식의 학습이 더욱 빠르게 일어나(Simonin, 1999), 지식이 가지는 

모호성을 떨어뜨린다(Mansfield et al., 1979; Teece, 1976, 1977) 이에 따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지식 전달 비용을 감소시킨다.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전달 비용을 감소시켰다 하더라도 바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통합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인수 이후 자연스럽게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여 제품이나 기술을 완성하고, 

경쟁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서로간에 시너지효과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인수-피인수 기업간 조직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두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Graebner, 2004). 특히 

피인수 기업을 통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고 동시에 피인수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혁신 모멘텀을 유지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으나(Ranft & Lord, 2002; Puranam et al., 2006), 통합과 자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세심한 조절이 필요가 있다.  

피인수 기업의 통합은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잠재적 시너지를 

활용(exploit)하기 위해서 중요하다(Capron, 1999; Larsson & Finkelstein, 

1999). 피인수 기업의 통합을 통해 인수-피인수 기업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자원을 줄이고, 인수를 통해 얻어진 새로운 환경(contex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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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원의 새로운 활용 방안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반면, 피인수 기업의 

통합은 자율성의 상실을 가져온다(Chatterjee, Lubatkin, Schweiger, & 

Weber, 1992; Very & Lubatkin, 1997). 피인수 기업의 자율성의 상실로 

인해 루틴의 파괴(Ranft & Lord, 2002) 등이 일어나 혁신의 모멘텀이 떨어질 

수 있다.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인수 후 피인수 기업의 혁신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장점이 있다. 첫째,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의 경험은 

통합과 자율의 정도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Puranam et al.(2006)은 

피인수 기업의 통합과 자율의 정도를 다르게 함으로써 통합과 자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였는데, 즉 

탐색(exploration)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피인수 기업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활용(exploitation)이 필요한 단계로 피인수 기업과의 통합이 인수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언제 탐색이 필요한 단계인지 활용이 필요한 

단계인지 알기 쉽지 않다. Puranam et al.(2006)은 피인수 기업이 제품이 

출시 이전이면 탐색을, 출시 이후이면 활용이 필요한 단계로 구분했지만, 

이를 이분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복잡한 제품 개발 프로세스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 피인수 기업의 세부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알 수 있고, 통합과 자율의 정도를 더욱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인수 이전 통합을 준비하는 

이전(transition) 단계로써 작용할 수 있다.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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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문제 요인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잠재적 문제 요인들을 파악한 후 인수 후 조직 통합을 진행한다면 인수 후에 

인수 기업의 불필요한 자원의 구조조정, 자원의 이동을 통한 시너지 등을 

피인수 기업이 더욱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정리하면, 인수 전 인수-피인수 기업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없는 피인수 기업을 인수하거나 반대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고, 

인수 후에는 복잡하고 암묵적이며, 개인에 내재된 지식의 특성 때문에 피인수 

기업의 지식이 인수기업으로의 이전이 어려워 혁신성과 창출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인수 후 피인수 기업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동시에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혁신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인수 전에는 피인수 기업의 지식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인수 후에는 학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준다. 나아가 기업의 통합과 자율의 정도를 

조절하고 통합을 준비하는 이전단계로써 활용되어 더 나은 혁신성과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1. 피인수 기업과 전략적 제휴의 경험은 인수 후 인수 기업의 

혁신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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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식 유사성과 전략적 제휴 파트너 인수 

앞서 피인수 기업과 전략적 제휴의 경험이 인수에 따른 혁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인수 전과 인수 후로 나눠 설명했다. 여기서는 인수-

피인수 기업간 지식의 유사성과 전략적 제휴 파트너 인수 성과와의 관계 대해 

논의한다.  

 

2.3.1 지식의 유사성과 인수에서의 혁신성과 

인수-피인수 기업간 지식의 유사성이 전략적 제휴의 경험과 혁신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인수-피인수 기업간 지식의 유사성이 

혁신성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인수 

전과 인수 후로 나누어 지식의 유사성이 인수에 따른 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이를 흡수역량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흡수역량이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인식하고, 습득 및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Cohen & 

Levinthal, 1990). 인수 전에는 흡수역량 중 인식의 관점에서 지식의 

유사성과 인수에 따른 혁신성과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인수-피인수 

기업의 지식이 유사하다면 피인수 기업의 지식을 인수 기업에서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즉, 피인수 기업의 지식의 깊이나 폭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피인수 기업의 지식이 유사하지 않다면 인수 기업이 그 지식의 

가치를 인식하기 어렵다. 특히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은 해당 분야의 지식이 없다면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기 더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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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후에는 유사성이 높은 지식이라면 피인수 기업의 지식이 인수기업으로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지식의 재조합(recombination)이 

가능해져 혁신성과가 높아진다(Cohen & Levinthal, 1990; Lane & Lubatkin, 

1998). 또한 유사한 지식을 가진 피인수 기업의 인수를 통해 같은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이 많아진다(Cloodt et al., 2006; 

Gerpott, 1995; Hagedoorn & Duystes, 2002). 즉 지식이 유사하다면 

연구개발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혁신성과를 

보일 수 있다.  

반면 조직 학습의 측면에서 너무 높은 지식의 유사성은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없어 학습이 저해되어(Ghoshal, 1987) 혁신성과의 창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Ahuja & Katila, 2001). 하지만 최근의 

하이테크 산업에서 유사성이 높은 지식을 가진 피인수 기업의 인수가 

혁신성과 창출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혁신을 

창출하는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전문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이 

혁신성과 창출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사한 지식을 인수하면서 

지식의 전문성을 높이고, 혁신성과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Dierickx & Cool, 

1989; Garcia et al., 2003).  

정리하면, 지식 유사성이 높다면 인수 전 피인수 기업의 지식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수 후에는 지식을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연구 개발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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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인수 피인수 기업간 지식의 유사성은 인수기업의 혁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2 지식 유사성과 전략적 제휴 파트너 인수의 혁신성과 

기존의 연구에서 전략적 제휴 또는 인수를 통한 혁신성과 창출에 지식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각각 논의되어 왔다. 강기현, 최승철 & 

강진아(2015)는 전략적 제휴와 혁신성과의 관계를 지식의 폭(breadth)과 

깊이(depth)가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Cloodt et al.(2006)은 

지식의 특성이 인수합병의 혁신성과에 갖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피인수 

기업 지식의 절대적인 크기가 인수합병의 혁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인수-

피인수 기업간 지식의 상대적 차이가 인수의 혁신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인수-피인수 기업간 지식의 관계성이 조직 학습 

측면에서 인수의 혁신성과에 역U의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그렇다면 인수-

피인수 기업간 지식의 유사성이 전략적 제휴의 파트너를 인수했을 때 

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전략적 제휴는 인수-피인수 기업간에 파트너 특정 흡수역량(partner 

specific absorptive capacity)을 만들어 낸다(Dyer & Singh, 1998). 파트너 

특정 흡수역량은 기업이 전략적 제휴의 파트너로부터 가치 있는 지식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말한다(Dyer & Singh, 1998). 

흡수역량이 하나의 기업 단위의 역량이라면, 파트너 특정 흡수역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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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개념이다(Lane & Lubatkin, 1998). 

앞선 흡수역량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파트너 특정 흡수역량 관점에서 지식 

유사성을 논의할 수 있다. 지식이 유사할수록 전략적 제휴의 파트너로부터 

가치 있는 지식을 인식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유사한 지식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면 피인수 기업의 지식 역시 이해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지식의 유사성은 전략적 제휴와 혁신성과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3. 전략적 제휴의 경험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지식 유사성이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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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본은 199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일어난 인수 사건을 

대상으로 공개가 이뤄진 기업으로 한정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인수-피인수 

기업 모두 하이테크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선정하였고, 재무적 목적을 가진 

인수는 제외하였다. 표본은 SDC의 Mergers and Acquisitions Database의 

인수 사건을 기초로 DATASTREAM Database를 통해 기업의 크기, 

연구개발 집중도를 구하였다. 기업의 크기와 연구개발 집중도는 인수 사건이 

일어난 해당 년도를 기준으로 했다.  

하이테크 산업은 기존의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SIC 코드를 이용하여 

선정하였다(Hagedoorn & Duyster, 2002; Zaheer, Hernandez & Banerjee, 

2010). 제조 산업으로 △제약(SIC 2833-2836), △컴퓨터 및 

사무기기(3571-3579), △가전기기(3612, 3651), △통신기기(3663, 3699), 

△관측 및 광학 기기(3812, 3826, 3829, 3841, 3845, 3861)를 선정하였고 

서비스 산업으로 △전화통신(4812, 4813),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 

처리 분야(7371-7376)의 산업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2,871개의 인수 사건을 구성하였다. 이중 2,002건의 인수가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인수였으며 869건의 인수가 미국 기업과 해외 기업의 

인수 사건이다. 평균 인수 가격은 9억 8,583만 달러였으며, 평균 66.39%의 

피인수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인수였다. 인수 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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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3.67으로 연구개발에 투자가 큰 하이테크 산업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 직원수는 38,051명으로 나타났다.  

2,871개의 인수 사건에서 인수-피인수 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경험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SDC의 Joint Ventures/Alliances Database를 

사용하였다. 같은 인수 사건에 대해서 이전의 여러 차례의 전략적 제휴가 

있었다면 가장 앞선 전략적 제휴를 기준으로 하였다. 총 99(3.4%)개의 인수 

사건이 이전의 전략적 제휴의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인수 이전 전략적 제휴의 경험이 있었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통제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통제집단을 인수 이전의 전략적 제휴 경험을 제외하고 표본집단과 유사하게 

구성하기 위해 Zaheer et al.(2010)이 사용한 방법을 따랐다. 통제집단 

구성의 기준은 첫째, 기준이 되는 인수 기업으로부터 1년 이전, 1년 이후의 

인수사건일 것, 둘째, 인수 기업의 SIC 코드가 기준 인수 기업과 2자리가 

같을 것, 셋째, 종업원수가 30% 내외로 기준 기업과 비슷한 기업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한 기업은 총 99개로 표본집단 2,871개와 통제집단을 제외한 

2,772(2,871-99)개와 인수 사건을 t-검정을 통해 비교하였을 때 인수 

기업의 크기, 연구개발집중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198개(99+99)의 인수사건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개발 

집중도는 22.07으로 전체 2,871개의 인수사건의 연구개발 집중도 23.67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직원수 역시 47,910명으로 전체 인수사건 

38,501명과 30% 내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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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수설정 

3.2.1 종속변수 

혁신성과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기업 인수 

사건 발생 이후 인수 기업이 창출한 특허의 개수를 혁신성과의 측정치로 

사용한다. 모든 새로운 특허 출원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특허는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물과 혁신 측면의 기술적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이며, 특허의 개수는 혁신성과의 직접적인 측정 

방법이다(Pakes & Griliches, 1980).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특허를 

사용했는데, 미국은 세계적으로 기술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고 특허분쟁이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일상적으로 미국특허를 출원하며 따라서 

기업의 혁신성과를 잘 반영한다 할 수 있다(Albert, Avery, Narin & 

McAllister, 1991).  

특허는 각각의 인수사건이 일어난 1년 이후 3년간 출원된 특허 중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했다. 인수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1년까지를 제외한 이유는 

인수 직후 출원된 특허가 인수로 인한 혁신성과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는 인수 기업과 이전 전략적 제휴의 

경험(Prior alliance), 지식의 유사성(Knowledge Similarity)이다.  

먼저 인수 기업과 이전 전략적 제휴의 경험은 각각 인수에 대해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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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의 경험을 확인하였다. 인수한 기업과 과거에 전략적 제휴의 경험이 있을 

때는 1, 경험이 없을 때 0으로 코딩 했다. 여기서의 전략적 제휴는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제조, 기술, 마케팅, 

라이선싱을 포함했다. 

지식의 유사성으로는 인수-피인수 기업간의 특허 클래스(class)를 

사용하였다(Ahuja & Katila, 2001). 인수-피인수 기업간 인수 이전의 

3자리의 같은 클래스를 가진 특허를 인수-피인수 기업 총 특허로 나눈 값에 

인수 기업만의 같은 클래스를 가진 특허 비율을 곱하였다(Makri, Hitt & 

Lane, 2010; Orsi, Ganzaroli, Noni & Marelli, 2015). 인수기업만의 같은 

클래스를 가진 특허 비율을 곱한 이유는 인수 기업에서 해당 클래스 특허의 

가중치 두기 위함이다. 식은 다음과 같다.  

 

지식 유사성 =  
같은 클래스 특허

인수 기업  특허 + 피인수 기업 특허
×
인수 기업의 같은 클래스 특허

인수 기업 특허
 

 

 

3.2.3 통제변수 

가설의 검증에 있어 독립변수 이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연구개발집중도(R&D Intensity), 기업의 규모(Firm Size), 인수-피인수 

기업간 사업의 유사성(SIC Relatedness), 해외 기업과의 인수(Cross 

Border)를 통제변수로 설정했다.  

먼저 연구개발의 집약도는 기업의 내부에서 지식을 창출하는 것을 측정할 



21 

 

수 있는 변수로, 기업이 지불하는 연구개발 비용을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연구개발집중도는 인수가 일어난 해의 값을 사용했다.  

기업의 규모는 혁신성과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Cohen & Klepper, 1996).  

이에 따라 기업의 크기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기업의 크기는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액, 임직원 수로 측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임직원 수에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했다. 그 이유는 하이테크 기업의 경우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매출액 보다는 무형자산에 근거한 기업의 가치와 

크기가 산정되기 때문에 규모를 산정할 때 매출액 보다는 임직원의 수가 

기업의 크기를 더 잘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Powell, Koput & Smith-

Doerr, 1996). 기업의 크기 역시 인수가 일어난 해를 기준으로 했다.  

인수기업과 피인수 기업이 같은 사업 영역에 속해있다면, 인수기업이 

피인수 기업의 사업을 더 잘 이해하여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인수-피인수 기업간 사업의 유사성을 판별하기 위해 

SIC(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코드의 앞 두자리를 비교하여 

같으면 1, 다르면 0으로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인수합병이 국경을 넘어서 일어났을 경우 다양한 지식의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Luo & Tung, 2007), 인수 후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인수-피인수 기업의 국적이 다른 경우 1, 같은경우 

0으로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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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에 사용될 변수 정의 

구분 의미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 혁신성과 Patent 인수 1년 이후 3년간 특허 출원 개수 

독립 

피인수 기업과 전략적 

제휴 경험 
Prior alliance 전략적 제휴 유무(Dummy) 

지식 유사성 
Knowledge 

similarity 

같은 클래스 특허

인수 기업  특허 + 피인수 기업 특허

×
인수 기업 같은 클래스 특허

인수 기업 특허
 

통제 

기업의 규모 
Firm 

size(log) 
기업의 종업원 수(로그값) 

연구개발 강도 R&D intensity 
연구개발 비용

매출액
 

해외 기업 인수 
Cross border 

M&A 
해외 기업 인수(Dummy) 

사업 유사성 
SIC 

relatedness 

1: SIC 코드의 앞 2자리가 같을 때 

0: 다를 때 

 

  



23 

 

3.3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음이항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음이항 회귀분석은 이산적인 종속 변수인 

특허개수(혁신성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적용 가능하며, 분산이 평균보다 큰 

과분산(over dispersion)을 보이는 혁신성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연구 모형이 종속 변수와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가져 추정치의 

편의(bias)를 갖게 되는 내생성 문제(endogeneity problem)를 가질 수 있다. 

내생성 문제의 검증을 위해 Durbin-Wu-Hausman 검증 방법을 이용하였다. 

Durbin-Wu-Hausman 검정은 y1 = 𝛽0 + 𝛽1𝑦2 + 𝛽2𝑥2 + 𝑢 의 모형에서 𝑦2 의 

내생성이 의심될 때, y2 = 𝛼0 + 𝛼1𝑧1 + 𝛼2𝑥2 + 𝑣 를 추정한 후 여기서 나온 

잔차항을 이용하여 y1 = 𝛽0 + 𝛽1𝑦2 + 𝛽2𝑥2 + 𝛽3�̂� + 𝑒 추정하고 𝛽3 에 대한 t-

test를 수행한다. 검증 결과 내생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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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4.1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관계는 <표 2>와 

<표 3>과 같다. 종속변수(Patent)의 분산이 평균보다 크며, 따라서 음이향 

회귀분석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큰 변수는 없었다.  

 

[표 2]  변수의 기술통계 

Variable Mean s.d mean max 

1. Patent 756.116 1708.031 0 8660 

2. Firm size(log) 9.610 1.879 4.844 13.010 

3. R&D intensity 18.567 68.864 0 862.74 

4. SIC relatedness 0.611 0.488 0 1 

5. Cross border M&A 0.384 0.488 0 1 

6. Prior alliance 0.500 0.501 0 1 

7. Knowledge similarity 0.153 0.269 0 0.993 

 

[표 3] 변수의 상관관계 

Variable 1 2 3 4 5 6 7 

1. Patent 1.000       

2. Firm size(log)  0.406 1.000      

3. R&D intensity -0.058 -0.315 1.000     

4. SIC Relatedness -0.204 -0.149 0.099 1.000    

5. Cross border M&A 0.109 0.140 -0.074 0.033 1.000   

6. Prior alliance 0.157 0.013 -0.051 -0.311 0.062 1.000  

7. Knowledge similarity 0.205 -0.030 0.004 -0.056 -0.046 0.24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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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항 회귀 분석의 결과는 <표 4>에 나와있다. 모델 1에는 상수와 통제 

변수만이 포함되어 있고, 모델 2에는 통제변수를 비롯한 전략적 제휴의 

경험(Prior alliance)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모델 3에서는 지식의 

유사성(Knowledge similarity)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모델 4에서는 

지식의 유사성과 전략적 제휴의 경험의 조절 효과를 포함한 모든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모델 1에서 통제변수인 기업의 크기가 혁신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가설1은 피인수 기업과 전략적 제휴의 경험은 인수 후 인수기업의 

혁신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였다. 모델 2에서 전략적 

제휴의 경험(Prior alliance)이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됨을 알 수 있었다.  

가설2는 인수 피인수 기업간 지식의 유사성이 인수기업의 혁신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였다. 모델 2에서 지식의 유사성은 (+)의 

값을 가지며 유의하였고 따라서 가설 2가 지지됨을 알 수 있었다.  

가설3은 전략적 제휴의 경험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지식 유사성이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모델 4에서 지식의 유사성과 제휴의 

경험을 곱한 값은 음의 값을 가지며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3이 지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6 

 

[표 4] 회귀분석 결과표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Firm size 1.107*** 

(0.111) 

1.072*** 

(0.110) 

1.107*** 

(0.111) 

1.148*** 

(0.107) 

R&D intensity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4) 

SIC relatedness -0.272 

(0.351) 

-0.364 

(0.344) 

-0.167 

(0.341) 

-0.101 

(0.338) 

Cross border M&A 0.373 

(0.339) 

0.130 

(0.347) 

0.440 

(0.322) 

0.010 

(0.352) 

Prior alliance  0.874** 

(0.318) 

 1.218** 

(0.395) 

Knowledge similarity   1.525* 

(0.614) 

3.389* 

(1.352) 

Knowledge similarity 

X Prior alliance 

   -2.700+ 

(1.538) 

Constant -5.231*** 

(1.207) 

-5.261*** 

(1.182) 

-5.637*** 

(1.209) 

-6.612*** 

(1.196) 

Pseudo R2 0.036 0.039 0.039 0.043 

N 198 198 198 198 

주) +   p <0.10 

*   p <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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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이 지지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2]와 같이 나타냈고, [그림 3]은 이를 단순화 한 것이다. [그림 3]에서 

지식의 유사성이 높을 때 혁신성과는 전반적으로 높아지나, 전략적 제휴와 

혁신성과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지식 유사성이 

전략적 제휴와 혁신성과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사실이나, 

지식이 유사할 때 혁신성과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학습의 관점에서 지식의 유사성과 전략적 

제휴가 서로 중복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2.2.1절에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수-피인수 기업간 복잡하고 암묵적이며 개인간 

커뮤니케이션에 내재되어있는 지식의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 후 

인수했을 때 혁신성과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논의하였다(Gupta & 

Govindarajan, 1991; Kogut & Zander, 1992; Ranft & Lord, 2002). 여기서 

지식 유사성이 높다면 학습 효과가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식의 유사성이 

높은 기업을 전략적 제휴 후 인수하게 되면 인수 이전에 피인수 기업의 

지식에 대해 학습할 것이 많지 않게 된다. 이로써 전략적 제휴가 없었을 때와 

혁신성과의 차이가 없게 된다. 하지만 지식이 매우 다를 때는 혁신성과 

창출을 방해하는 지식의 특성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학습이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높은 혁신성과를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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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략적 제휴의 경험과 지식의 유사성의 조절효과 

 

 

[그림 3] 지식의 유사성에 따른 전략적 제휴와 혁신성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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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강건성 분석 

종속변수로 사용한 특허는 각각의 인수사건이 일어난 1년 이후 3년간 

출원된 특허 중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했다. 여기서 인수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1년까지 인수로 인한 혁신성과를 반영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으나, 혁신성과를 반영하는데 1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5는 종속변수의 기간을 인수 

사건이 일어난 2년 이후 3년간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앞선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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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강건성 분석 결과표 

Variable Model 5 

Firm size 1.144*** 

(0.117) 

R&D intensity 0.006 

(0.004) 

SIC relatedness -0.099 

(0.359) 

Cross border M&A 0.036 

(0.370) 

Prior alliance 1.470*** 

(0.413) 

Knowledge similarity 3.318* 

(1.394) 

Knowledge similarity X Prior alliance -2.708+ 

(1.602) 

Constant -6.748*** 

(1.602) 

Pseudo R2 0.042 

R2 - 

N 198 

주) +   p <0.10 

*   p <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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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림 2]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SDC Mergers and Acquisitions의 

하이테크 산업에서 일어난 모든 인수사건(9,186개)을 해당 년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2000년과 2008년 이후 두 번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으나, 1990년 

161건에 불과했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509건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혁신 역량의 확보를 위해 인수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70~90%의 기업의 

인수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Christensen et al., 2011), 인수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림 4]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인수 합병(199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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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전략적 제휴를 활용하는 효과성에 대해 논의했다. 전략적 

제휴를 활용하여 인수 성과를 높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몇몇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Porrini, 2004; 

Zollo & Reuer 2010; Hoang & Rothaermel, 2005). 따라서 본 논문은 

전략적 제휴가 인수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 기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기존의 몇몇 유사한 연구가 전략적 제휴의 파트너 인수가 인수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나, 전략적 제휴 이후 인수의 동기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Hoang & Rothaermel, 2005; Porrini, 2004; Zollo & Reuer, 

2010; Folta & Miller, 2002; Cassiman et al., 2005), 본 논문은 혁신성과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전략적 제휴 파트너의 인수가 갖는 장점을 인수 

전과 인수 후로 구분하여 논의하였으며, 지식의 유사성이 전략적 제휴 의 

경험과 혁신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함께 논의했다는 것에 이론적 

기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의 하이테크 산업의 198개의 

인수사건을 음이향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실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혁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실제 경영에서 인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전략적 제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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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식의 유사성과 혁신성과는 긍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예측과 다르게 

전략적 제휴의 경험과 지식 유사성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조절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조절효과를 가져오는 이유로 

지식의 유사성과 전략적 제휴가 서로 중복된 효과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유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전략적 제휴의 효과가 떨어진다 할 수 있다. 

실제 경영에서 유사한 지식을 가진 기업이라면 전략적 제휴를 거치지 않고 

인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반대의 경우라면 전략적 제휴를 거쳐 인수하는 

것이 혁신성과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혁신성과를 측정하는데 

특허를 사용하여, 제품의 다양성, 신제품 출현 등을 포착할 수 없었다. 

하이테크 산업 중 소프트웨어 산업과 같은 몇몇 산업은 특허 출원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아, 특허를 통해 전체 하이테크 산업의 혁신성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혁신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혁신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특허의 양적 측면만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특허에서 해당 특허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가 다른 특허에 어느 정도 인용되었는지를 가중치로 고려한다면 특허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수를 염두하고 이뤄진 전략적 제휴인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전략적 제휴인지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수를 염두 한 전략적 

제휴라면 앞서 언급한 정보의 비대칭성, 통합과 자율의 문제 해결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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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전략적 제휴의 다양한 유형과 강도를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인수 기업과의 연구개발, 라이센싱 등 그 유형과 전략적 제휴의 

강도를 포함하여 변수를 구성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연구대상 기업의 숫자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비록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여년에 걸친 모든 전략적 제휴와 인수를 모두 

분석하여 도출하였지만 그 숫자가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기업의 크기, 

연구개발 집중도 등의 데이터 등을 구할 수 있다면 더욱 정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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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novation is an essential factor for a firm’s growth. For the firms in 

high-tech industries, innovation is especially the main factor that affect 

not only for growth but also existence. To enhance innovation capability, 

firms access and use external knowledge by acquiring other firms; 

however, not all acquisitions have been found success. For this reason, it 

has been studied how to increase success rate of M&A in terms of 

increasing innovation performance. This study mainly investigates 

whether acquiring prior alliance partner positively affects innovation 

performance by selecting innovative target, enhancing learning capability. 

I test hypotheses on a sample of high-technology acquisitions during 

1990-2010 using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The result indicates that 

acquisition of a prior alliance partner shows significantly better 

innovation performance than no prior alliance. Additionally, knowledge 

similarity between an acquirer and a target negative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ior alliance and innovation performance.  

 

Keywords: Acquisition, Innovation performance,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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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혁신은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하이테크 기업은 

혁신성과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은 혁신 창출의 

일환으로 외부지식에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업을 인수하지만, 모든 

인수가 혁신성과를 내지는 못한다. 이에 따라, 어떻게 인수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인수에서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피인수 기업의 지식에 대한 학습을 촉진하며, 인수-피인수 기업 

통합을 원활히 하여 혁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를 

인수-피인수 기업간 지식 유사성이 조절하는 효과도 살펴본다. 실증 분석을 

위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에 속한 198개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인수에서의 혁신성과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관계를 지식의 

유사성이 부정적으로 조절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주요어 : 혁신성과, 인수, 전략적 제휴 

학  번 : 2014-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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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기업환경에서 혁신의 창출과 확보는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은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 내부의 지식을 활용함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얻은 다양한 외부 

지식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다른 기업의 인수는 외부 지식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Wang & Zajac, 2007).  

하지만 많은 인수가 실패 하는데, 따라서 올바른 피인수 기업의 선택, 

피인수 기업의 통합 등 인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직과 지식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는 인수에 앞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수 후 

성과를 높이는 논의가 제시되었다(Porrini, 2004; Hoang & Rothaermel, 

2005; Zollo & Reuer 2010).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재무적 인수 성과나, 전략적 제휴 후 인수하는 동기 등을 분석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전략적 제휴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혁신성과가 기업의 생존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의 경험이 인수 후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수를 통해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수 전에는 올바른 피인수 

기업의 선택이 필요하며, 인수 후에는 피인수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략적 제휴 후 인수를 통한 혁신성과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인수 전과 인수 후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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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의 경험은 혁신성과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인수 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첫째, 전략적 제휴를 통해 보유 지식, 기술 개발의 단계 등 

피인수 기업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여 혁신성과를 창출 할 수 있는 기업의 

선택이 가능해진다(Hagedoorn & Sadowsky, 1999; Mitchell & Singh, 1992; 

Moody, 1993). 둘째, 잠재적인 문제요인을 파악하는 이전(transition) 

단계로써 전략적 제휴가 활용되어 혁신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인수 후에 

전략적 제휴가 혁신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는 첫째, 전략적 제휴를 

통해 복잡하고, 암묵적이며, 개인간에 내재되는 특성을 가진 지식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 지식의 전달 비용을 감소시키며, 이는 혁신성과 창출로 

이어진다(Simonin, 1999). 둘째,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수 후 기업의 통합과 

자율의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피인수 기업의 혁신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Puranam, Powell & Singh, 2006).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제휴의 경험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지식 

유사성이 조절하는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테크 산업에 속한 198개 기업에 대해서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이용하여 실증하였다. 기업 

데이터는 SDC의 Mergers and Acquisitions, Joint Ventures/Alliances, 

DATASTREAM을 사용하였으며, 혁신성과로는 미국 특허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하이테크 산업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기업의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해 인수와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일어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전략적 제휴가 있었던 인수에서 높은 혁신성과를 보였으며, 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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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과 혁신성과는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또한 전략적 제휴의 파트너를 

인수하는 효과를 지식의 유사성이 부정적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을 

통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인수를 통해 혁신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식의 차이가 큰 기업을 인수할 때는 인수 전 전략적 제휴를 맺음으로써 

높은 혁신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장에서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인수 

전후 과제의 해결, 지식 유사성과 전략적 제휴의 경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가설을 수립한다. 3장에서는 연구 방법을, 4장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4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인수와 혁신성과 

기업은 어떻게 혁신역량을 늘려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 기업의 

혁신역량의 창출과 확보는 그 기업의 지식기반(knowledge base)을 

늘려나가는데 있고(Dosi, Freeman, Nelson, Silverberg & Soete, 1988; 

March, 1991), 지식기반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기업 내부의 연구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 지식의 접근과 기업 내부로의 지식 이전 활동이 

필요하다(DeCarolis & Deeds, 1999). 즉, 외부 지식에 접근하고 이를 기업 

내부로 이전하여 활용하는 활동은 혁신역량의 창출에 기여한다. 

외부 지식 확보에는 기업간 비공식 네트워크, R&D 협력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두 기업간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와 인수(acquisition)는 

적극적인 외부지식 확보의 대표적인 방법이다(Wang & Zajac, 2007, Kang & 

Kang, 2009).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view; Wernerfelt, 1984)의 

관점에서 이러한 전략적 제휴와 인수는 지식기반자원(knowledge-based 

asset)을 포함한 전략적으로 가치를 가진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Barney, 1991; Chi, 1994; Haspeslagh & Jemison, 1991).  

하지만 많은 인수가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데(Schraeder & Self, 

2003; Kummer & Steger, 2008), Carleton(1997)은 55-70%의 인수만이 

원하는 결과를 낸다고 밝혔다. 좀더 최신의 연구에서는 10-30%의 인수만이 

원하는 결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다(Christensen et al., 2011).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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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의 성공과 실패 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뤄졌다(Datta, 

Rajagopalan, & Rasheed, 1991; Gadiesh, Haas & Cullinan, 2001; Kummer 

& Steger, 2008). 대표적으로 인수기업의 선택을 방해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의 해결이나(Reuer & Shen, 2004), 인수 협상을 더욱 신중히 하는 

방법(Coff, 1999) 등이 연구되었다. 또한 이전의 인수나 전략적 제휴의 

경험으로부터 학습 효과를 높여 인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Haleblian, Kim & Raiagopalan, 2006). 나아가 인수-피인수 

기업간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에 대해서도 논의되어 

왔다(Puranam et al., 2006). 실사란 인수 기업이 인수를 발표한 이후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실사에서 피인수 기업의 재무정보나 법적 문제 등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확인하여 피인수 기업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전략적 제휴는 인수가 결정되기 전 피인수 기업과의 공동 연구나 라이센싱 

제휴 등을 통해 피인수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파악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확장된 실사로 생각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는데(Hoang & Rothaermel, 2005), 대표적으로 Porrini(2004)는 조직 

학습을 촉진하고 잠재적 문제요인을 인수 전에 파악하여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인수 후 재무적 성과(ROA: return on asset)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Zollo & Reuer(2010)는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의 경험이 축적되어 인수 과정으로 스필오버(spill-over)가 

일어나 인수 후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였다. 몇몇 

연구에서는 전략적 제휴 파트너를 인수하는 동기나(Folta & Mill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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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 파트너의 인수가 다음 번 전략적 제휴에 미치는 성과(Hoang & 

Rothaermel, 2005)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가 피인수 기업을 

전략적 제휴 후 인수하는데 있어 재무적 성과나, 동기 등에 대해 

논의해왔으나 혁신성과의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는 살펴보지 못했다.  

전략적 제휴의 파트너를 인수하는 현상은 실제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곤 

한다. 실제로 스위스의 Sandoz AG(現 Novartis)는 1995년 Genetic 

Therapy, Inc.의 주식 96.4%를 2억 9,500만 달러에 인수하였는데, 두 

기업은 1991년부터 전략적 제휴 파트너 관계였다. 전략적 제휴 만으로도 

Sandoz AG는 Genetic Therapy, Inc.의 선도적인 특허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도 Sandoz AG가 Genetic Therapy, Inc.를 인수한 이유는 Genetic 

Therapy, Inc.가 가진 지식기반을 소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함이었다(Folta & Mill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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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략적 제휴 파트너의 인수와 혁신성과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인수 전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수 전과 인수 후로 나누어 각각에서 전략적 제휴가 인수 후 혁신성과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본다. 인수 전과 인수 후로 구분한 이유는 인수를 

통해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수 전 피인수 기업의 선택이 중요하며, 

인수 후 피인수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2.1 인수 전 효과 

인수 전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 피인수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수 시 더 높은 혁신성과를 창출 할 수 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인수의 관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인수 

기업과 피인수 기업이 가진 정보가 서로 다름을 말한다(Akelof, 1970).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대부분 피인수 기업이 의도적으로 그들이 가진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시킴으로써 발생한다(Granstrand & Sjolander, 1990; 

Chi, 1994).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피인수 기업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고 이 때문에 피인수 기업의 가치 선정에 실패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없는 피인수 기업을 선택하거나, 인수해야 할 기업을 

놓쳐 혁신성과 창출을 방해한다.  

비대칭성을 야기하는 정보는 혁신이 전략적 우위의 원천인 하이테크 

산업이라면 기업이 보유한 지식과 관련된 것이 많으며, 이러한 지식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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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혁신성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기술이 가진 단점을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만들어 피인수 기업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Canella & Hambrick, 1993; Ranft & Lord, 2000).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인수-피인수 기업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발생하는데, 

마찬가지로 올바른 피인수 기업 선택을 방해한다(Chi, 1994). 예를 들어 

하이테크 산업에서는 피인수 기업의 제품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인수-피인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 개발 단계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의도치 않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Graebner & Eisenhardt, 2010), 이는 올바른 피인수 

기업 선택을 방해한다. 

인수 전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략적 제휴를 통해 피인수 기업의 지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Hagedoorn & Sadowsky, 1999; Mitchell & Singh, 

1992), 인수 시 이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 연구나 라이센싱 

등과 같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연구개발 부서 내 중요 인력의 퇴사나 

연구개발의 단계 등과 같은 혁신성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올바른 피인수 기업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혁신성과 창출로 이어진다. 인수 전 실시하는 실사를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 있으나, 실사는 재무 건전성이나 법적 정보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혁신성과를 창출을 위한 지식에 대한 정보는 

한정적이라는 데서(Harvey & Lusch, 1998), 전략적 제휴가 더욱 효과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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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2.2 인수 후 효과 

인수 전 인수-피인수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올바른 기업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인수 후에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혁신성과 창출이 어렵다. 

인수 후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첫째, 지식의 특성으로 인한 

피인수 기업의 지식이 인수 기업으로 전달하는 것의 문제, 둘째, 인수 후 

조직의 통합 문제이다.  

먼저 인수 후에는 지식의 특성에 따라 지식의 전달이 어려워 혁신성과 

창출을 방해하게 된다. 전략적 우위를 가져오는 지식은 복잡하고(complex), 

암묵적(tacit)이며, 개인간 개인간 커뮤니케이션이나 관계에 내재(embedded)되어 

있는 특성을 가진다(Kogut & Zander, 1992; Ranft & Lord, 2002). 인수를 

통해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 역시 인수 기업으로 전달 

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지식의 전달은 높은 수준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Gupta & Govindarajan, 1991)  

지식 전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상적으로는 기업의 인수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두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합보다 많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합보다 

많아지지 못한다(Reus, 2012). 즉, 지식이 단순히 인수를 통해 구매 되어 

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구에서도 인수-피인수 기업의 

상대적 지식의 크기, 지식의 폭(breadth), 지식의 깊이(depth)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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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과에 영향이 있음을 밝혀왔다(George, Kotha & Zheng, 2008, Cloodt, 

Hagedoorn & Kranenburg, 2006).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식이 가지는 특성을 극복하여 인수 

후 더 나은 혁신성과를 보일 수 있다. 전략적 제휴를 통해 피인수 기업에 

대한 지식의 학습이 더욱 빠르게 일어나(Simonin, 1999), 지식이 가지는 

모호성을 떨어뜨린다(Mansfield et al., 1979; Teece, 1976, 1977) 이에 따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지식 전달 비용을 감소시킨다.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전달 비용을 감소시켰다 하더라도 바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통합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인수 이후 자연스럽게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여 제품이나 기술을 완성하고, 

경쟁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서로간에 시너지효과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인수-피인수 기업간 조직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두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Graebner, 2004). 특히 

피인수 기업을 통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고 동시에 피인수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혁신 모멘텀을 유지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으나(Ranft & Lord, 2002; Puranam et al., 2006), 통합과 자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세심한 조절이 필요가 있다.  

피인수 기업의 통합은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잠재적 시너지를 

활용(exploit)하기 위해서 중요하다(Capron, 1999; Larsson & Finkelstein, 

1999). 피인수 기업의 통합을 통해 인수-피인수 기업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자원을 줄이고, 인수를 통해 얻어진 새로운 환경(contex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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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원의 새로운 활용 방안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반면, 피인수 기업의 

통합은 자율성의 상실을 가져온다(Chatterjee, Lubatkin, Schweiger, & 

Weber, 1992; Very & Lubatkin, 1997). 피인수 기업의 자율성의 상실로 

인해 루틴의 파괴(Ranft & Lord, 2002) 등이 일어나 혁신의 모멘텀이 떨어질 

수 있다.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인수 후 피인수 기업의 혁신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장점이 있다. 첫째,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의 경험은 

통합과 자율의 정도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Puranam et al.(2006)은 

피인수 기업의 통합과 자율의 정도를 다르게 함으로써 통합과 자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였는데, 즉 

탐색(exploration)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피인수 기업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활용(exploitation)이 필요한 단계로 피인수 기업과의 통합이 인수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언제 탐색이 필요한 단계인지 활용이 필요한 

단계인지 알기 쉽지 않다. Puranam et al.(2006)은 피인수 기업이 제품이 

출시 이전이면 탐색을, 출시 이후이면 활용이 필요한 단계로 구분했지만, 

이를 이분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복잡한 제품 개발 프로세스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 피인수 기업의 세부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알 수 있고, 통합과 자율의 정도를 더욱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인수 이전 통합을 준비하는 

이전(transition) 단계로써 작용할 수 있다.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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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문제 요인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잠재적 문제 요인들을 파악한 후 인수 후 조직 통합을 진행한다면 인수 후에 

인수 기업의 불필요한 자원의 구조조정, 자원의 이동을 통한 시너지 등을 

피인수 기업이 더욱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정리하면, 인수 전 인수-피인수 기업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없는 피인수 기업을 인수하거나 반대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고, 

인수 후에는 복잡하고 암묵적이며, 개인에 내재된 지식의 특성 때문에 피인수 

기업의 지식이 인수기업으로의 이전이 어려워 혁신성과 창출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인수 후 피인수 기업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동시에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혁신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인수 전에는 피인수 기업의 지식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인수 후에는 학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준다. 나아가 기업의 통합과 자율의 정도를 

조절하고 통합을 준비하는 이전단계로써 활용되어 더 나은 혁신성과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1. 피인수 기업과 전략적 제휴의 경험은 인수 후 인수 기업의 

혁신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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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식 유사성과 전략적 제휴 파트너 인수 

앞서 피인수 기업과 전략적 제휴의 경험이 인수에 따른 혁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인수 전과 인수 후로 나눠 설명했다. 여기서는 인수-

피인수 기업간 지식의 유사성과 전략적 제휴 파트너 인수 성과와의 관계 대해 

논의한다.  

 

2.3.1 지식의 유사성과 인수에서의 혁신성과 

인수-피인수 기업간 지식의 유사성이 전략적 제휴의 경험과 혁신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인수-피인수 기업간 지식의 유사성이 

혁신성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인수 

전과 인수 후로 나누어 지식의 유사성이 인수에 따른 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이를 흡수역량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흡수역량이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인식하고, 습득 및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Cohen & 

Levinthal, 1990). 인수 전에는 흡수역량 중 인식의 관점에서 지식의 

유사성과 인수에 따른 혁신성과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인수-피인수 

기업의 지식이 유사하다면 피인수 기업의 지식을 인수 기업에서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즉, 피인수 기업의 지식의 깊이나 폭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피인수 기업의 지식이 유사하지 않다면 인수 기업이 그 지식의 

가치를 인식하기 어렵다. 특히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은 해당 분야의 지식이 없다면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기 더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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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후에는 유사성이 높은 지식이라면 피인수 기업의 지식이 인수기업으로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지식의 재조합(recombination)이 

가능해져 혁신성과가 높아진다(Cohen & Levinthal, 1990; Lane & Lubatkin, 

1998). 또한 유사한 지식을 가진 피인수 기업의 인수를 통해 같은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이 많아진다(Cloodt et al., 2006; 

Gerpott, 1995; Hagedoorn & Duystes, 2002). 즉 지식이 유사하다면 

연구개발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혁신성과를 

보일 수 있다.  

반면 조직 학습의 측면에서 너무 높은 지식의 유사성은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없어 학습이 저해되어(Ghoshal, 1987) 혁신성과의 창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Ahuja & Katila, 2001). 하지만 최근의 

하이테크 산업에서 유사성이 높은 지식을 가진 피인수 기업의 인수가 

혁신성과 창출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혁신을 

창출하는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전문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이 

혁신성과 창출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사한 지식을 인수하면서 

지식의 전문성을 높이고, 혁신성과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Dierickx & Cool, 

1989; Garcia et al., 2003).  

정리하면, 지식 유사성이 높다면 인수 전 피인수 기업의 지식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수 후에는 지식을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연구 개발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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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인수 피인수 기업간 지식의 유사성은 인수기업의 혁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2 지식 유사성과 전략적 제휴 파트너 인수의 혁신성과 

기존의 연구에서 전략적 제휴 또는 인수를 통한 혁신성과 창출에 지식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각각 논의되어 왔다. 강기현, 최승철 & 

강진아(2015)는 전략적 제휴와 혁신성과의 관계를 지식의 폭(breadth)과 

깊이(depth)가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Cloodt et al.(2006)은 

지식의 특성이 인수합병의 혁신성과에 갖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피인수 

기업 지식의 절대적인 크기가 인수합병의 혁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인수-

피인수 기업간 지식의 상대적 차이가 인수의 혁신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인수-피인수 기업간 지식의 관계성이 조직 학습 

측면에서 인수의 혁신성과에 역U의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그렇다면 인수-

피인수 기업간 지식의 유사성이 전략적 제휴의 파트너를 인수했을 때 

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전략적 제휴는 인수-피인수 기업간에 파트너 특정 흡수역량(partner 

specific absorptive capacity)을 만들어 낸다(Dyer & Singh, 1998). 파트너 

특정 흡수역량은 기업이 전략적 제휴의 파트너로부터 가치 있는 지식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말한다(Dyer & Singh, 1998). 

흡수역량이 하나의 기업 단위의 역량이라면, 파트너 특정 흡수역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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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개념이다(Lane & Lubatkin, 1998). 

앞선 흡수역량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파트너 특정 흡수역량 관점에서 지식 

유사성을 논의할 수 있다. 지식이 유사할수록 전략적 제휴의 파트너로부터 

가치 있는 지식을 인식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유사한 지식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면 피인수 기업의 지식 역시 이해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지식의 유사성은 전략적 제휴와 혁신성과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3. 전략적 제휴의 경험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지식 유사성이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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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본은 199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일어난 인수 사건을 

대상으로 공개가 이뤄진 기업으로 한정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인수-피인수 

기업 모두 하이테크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선정하였고, 재무적 목적을 가진 

인수는 제외하였다. 표본은 SDC의 Mergers and Acquisitions Database의 

인수 사건을 기초로 DATASTREAM Database를 통해 기업의 크기, 

연구개발 집중도를 구하였다. 기업의 크기와 연구개발 집중도는 인수 사건이 

일어난 해당 년도를 기준으로 했다.  

하이테크 산업은 기존의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SIC 코드를 이용하여 

선정하였다(Hagedoorn & Duyster, 2002; Zaheer, Hernandez & Banerjee, 

2010). 제조 산업으로 △제약(SIC 2833-2836), △컴퓨터 및 

사무기기(3571-3579), △가전기기(3612, 3651), △통신기기(3663, 3699), 

△관측 및 광학 기기(3812, 3826, 3829, 3841, 3845, 3861)를 선정하였고 

서비스 산업으로 △전화통신(4812, 4813),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 

처리 분야(7371-7376)의 산업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2,871개의 인수 사건을 구성하였다. 이중 2,002건의 인수가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인수였으며 869건의 인수가 미국 기업과 해외 기업의 

인수 사건이다. 평균 인수 가격은 9억 8,583만 달러였으며, 평균 66.39%의 

피인수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인수였다. 인수 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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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3.67으로 연구개발에 투자가 큰 하이테크 산업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 직원수는 38,051명으로 나타났다.  

2,871개의 인수 사건에서 인수-피인수 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경험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SDC의 Joint Ventures/Alliances Database를 

사용하였다. 같은 인수 사건에 대해서 이전의 여러 차례의 전략적 제휴가 

있었다면 가장 앞선 전략적 제휴를 기준으로 하였다. 총 99(3.4%)개의 인수 

사건이 이전의 전략적 제휴의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인수 이전 전략적 제휴의 경험이 있었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통제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통제집단을 인수 이전의 전략적 제휴 경험을 제외하고 표본집단과 유사하게 

구성하기 위해 Zaheer et al.(2010)이 사용한 방법을 따랐다. 통제집단 

구성의 기준은 첫째, 기준이 되는 인수 기업으로부터 1년 이전, 1년 이후의 

인수사건일 것, 둘째, 인수 기업의 SIC 코드가 기준 인수 기업과 2자리가 

같을 것, 셋째, 종업원수가 30% 내외로 기준 기업과 비슷한 기업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한 기업은 총 99개로 표본집단 2,871개와 통제집단을 제외한 

2,772(2,871-99)개와 인수 사건을 t-검정을 통해 비교하였을 때 인수 

기업의 크기, 연구개발집중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198개(99+99)의 인수사건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개발 

집중도는 22.07으로 전체 2,871개의 인수사건의 연구개발 집중도 23.67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직원수 역시 47,910명으로 전체 인수사건 

38,501명과 30% 내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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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수설정 

3.2.1 종속변수 

혁신성과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기업 인수 

사건 발생 이후 인수 기업이 창출한 특허의 개수를 혁신성과의 측정치로 

사용한다. 모든 새로운 특허 출원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특허는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물과 혁신 측면의 기술적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이며, 특허의 개수는 혁신성과의 직접적인 측정 

방법이다(Pakes & Griliches, 1980).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특허를 

사용했는데, 미국은 세계적으로 기술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고 특허분쟁이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일상적으로 미국특허를 출원하며 따라서 

기업의 혁신성과를 잘 반영한다 할 수 있다(Albert, Avery, Narin & 

McAllister, 1991).  

특허는 각각의 인수사건이 일어난 1년 이후 3년간 출원된 특허 중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했다. 인수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1년까지를 제외한 이유는 

인수 직후 출원된 특허가 인수로 인한 혁신성과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는 인수 기업과 이전 전략적 제휴의 

경험(Prior alliance), 지식의 유사성(Knowledge Similarity)이다.  

먼저 인수 기업과 이전 전략적 제휴의 경험은 각각 인수에 대해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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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의 경험을 확인하였다. 인수한 기업과 과거에 전략적 제휴의 경험이 있을 

때는 1, 경험이 없을 때 0으로 코딩 했다. 여기서의 전략적 제휴는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제조, 기술, 마케팅, 

라이선싱을 포함했다. 

지식의 유사성으로는 인수-피인수 기업간의 특허 클래스(class)를 

사용하였다(Ahuja & Katila, 2001). 인수-피인수 기업간 인수 이전의 

3자리의 같은 클래스를 가진 특허를 인수-피인수 기업 총 특허로 나눈 값에 

인수 기업만의 같은 클래스를 가진 특허 비율을 곱하였다(Makri, Hitt & 

Lane, 2010; Orsi, Ganzaroli, Noni & Marelli, 2015). 인수기업만의 같은 

클래스를 가진 특허 비율을 곱한 이유는 인수 기업에서 해당 클래스 특허의 

가중치 두기 위함이다. 식은 다음과 같다.  

 

지식 유사성 =  
같은 클래스 특허

인수 기업  특허 + 피인수 기업 특허
×
인수 기업의 같은 클래스 특허

인수 기업 특허
 

 

 

3.2.3 통제변수 

가설의 검증에 있어 독립변수 이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연구개발집중도(R&D Intensity), 기업의 규모(Firm Size), 인수-피인수 

기업간 사업의 유사성(SIC Relatedness), 해외 기업과의 인수(Cross 

Border)를 통제변수로 설정했다.  

먼저 연구개발의 집약도는 기업의 내부에서 지식을 창출하는 것을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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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변수로, 기업이 지불하는 연구개발 비용을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연구개발집중도는 인수가 일어난 해의 값을 사용했다.  

기업의 규모는 혁신성과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Cohen & Klepper, 1996).  

이에 따라 기업의 크기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기업의 크기는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액, 임직원 수로 측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임직원 수에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했다. 그 이유는 하이테크 기업의 경우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매출액 보다는 무형자산에 근거한 기업의 가치와 

크기가 산정되기 때문에 규모를 산정할 때 매출액 보다는 임직원의 수가 

기업의 크기를 더 잘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Powell, Koput & Smith-

Doerr, 1996). 기업의 크기 역시 인수가 일어난 해를 기준으로 했다.  

인수기업과 피인수 기업이 같은 사업 영역에 속해있다면, 인수기업이 

피인수 기업의 사업을 더 잘 이해하여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인수-피인수 기업간 사업의 유사성을 판별하기 위해 

SIC(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코드의 앞 두자리를 비교하여 

같으면 1, 다르면 0으로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인수합병이 국경을 넘어서 일어났을 경우 다양한 지식의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Luo & Tung, 2007), 인수 후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인수-피인수 기업의 국적이 다른 경우 1, 같은경우 

0으로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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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에 사용될 변수 정의 

구분 의미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 혁신성과 Patent 인수 1년 이후 3년간 특허 출원 개수 

독립 

피인수 기업과 전략적 

제휴 경험 
Prior alliance 전략적 제휴 유무(Dummy) 

지식 유사성 
Knowledge 

similarity 

같은 클래스 특허

인수 기업  특허 + 피인수 기업 특허

×
인수 기업 같은 클래스 특허

인수 기업 특허
 

통제 

기업의 규모 
Firm 

size(log) 
기업의 종업원 수(로그값) 

연구개발 강도 R&D intensity 
연구개발 비용

매출액
 

해외 기업 인수 
Cross border 

M&A 
해외 기업 인수(Dummy) 

사업 유사성 
SIC 

relatedness 

1: SIC 코드의 앞 2자리가 같을 때 

0: 다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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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음이항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음이항 회귀분석은 이산적인 종속 변수인 

특허개수(혁신성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적용 가능하며, 분산이 평균보다 큰 

과분산(over dispersion)을 보이는 혁신성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연구 모형이 종속 변수와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가져 추정치의 

편의(bias)를 갖게 되는 내생성 문제(endogeneity problem)를 가질 수 있다. 

내생성 문제의 검증을 위해 Durbin-Wu-Hausman 검증 방법을 이용하였다. 

Durbin-Wu-Hausman 검정은 y1 = 𝛽0 + 𝛽1𝑦2 + 𝛽2𝑥2 + 𝑢 의 모형에서 𝑦2 의 

내생성이 의심될 때, y2 = 𝛼0 + 𝛼1𝑧1 + 𝛼2𝑥2 + 𝑣 를 추정한 후 여기서 나온 

잔차항을 이용하여 y1 = 𝛽0 + 𝛽1𝑦2 + 𝛽2𝑥2 + 𝛽3�̂� + 𝑒 추정하고 𝛽3 에 대한 t-

test를 수행한다. 검증 결과 내생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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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4.1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관계는 <표 2>와 

<표 3>과 같다. 종속변수(Patent)의 분산이 평균보다 크며, 따라서 음이향 

회귀분석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큰 변수는 없었다.  

 

[표 2]  변수의 기술통계 

Variable Mean s.d mean max 

1. Patent 756.116 1708.031 0 8660 

2. Firm size(log) 9.610 1.879 4.844 13.010 

3. R&D intensity 18.567 68.864 0 862.74 

4. SIC relatedness 0.611 0.488 0 1 

5. Cross border M&A 0.384 0.488 0 1 

6. Prior alliance 0.500 0.501 0 1 

7. Knowledge similarity 0.153 0.269 0 0.993 

 

[표 3] 변수의 상관관계 

Variable 1 2 3 4 5 6 7 

1. Patent 1.000       

2. Firm size(log)  0.406 1.000      

3. R&D intensity -0.058 -0.315 1.000     

4. SIC Relatedness -0.204 -0.149 0.099 1.000    

5. Cross border M&A 0.109 0.140 -0.074 0.033 1.000   

6. Prior alliance 0.157 0.013 -0.051 -0.311 0.062 1.000  

7. Knowledge similarity 0.205 -0.030 0.004 -0.056 -0.046 0.24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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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항 회귀 분석의 결과는 <표 4>에 나와있다. 모델 1에는 상수와 통제 

변수만이 포함되어 있고, 모델 2에는 통제변수를 비롯한 전략적 제휴의 

경험(Prior alliance)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모델 3에서는 지식의 

유사성(Knowledge similarity)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모델 4에서는 

지식의 유사성과 전략적 제휴의 경험의 조절 효과를 포함한 모든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모델 1에서 통제변수인 기업의 크기가 혁신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가설1은 피인수 기업과 전략적 제휴의 경험은 인수 후 인수기업의 

혁신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였다. 모델 2에서 전략적 

제휴의 경험(Prior alliance)이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됨을 알 수 있었다.  

가설2는 인수 피인수 기업간 지식의 유사성이 인수기업의 혁신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였다. 모델 2에서 지식의 유사성은 (+)의 

값을 가지며 유의하였고 따라서 가설 2가 지지됨을 알 수 있었다.  

가설3은 전략적 제휴의 경험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지식 유사성이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모델 4에서 지식의 유사성과 제휴의 

경험을 곱한 값은 음의 값을 가지며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3이 지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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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회귀분석 결과표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Firm size 1.107*** 

(0.111) 

1.072*** 

(0.110) 

1.107*** 

(0.111) 

1.148*** 

(0.107) 

R&D intensity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4) 

SIC relatedness -0.272 

(0.351) 

-0.364 

(0.344) 

-0.167 

(0.341) 

-0.101 

(0.338) 

Cross border M&A 0.373 

(0.339) 

0.130 

(0.347) 

0.440 

(0.322) 

0.010 

(0.352) 

Prior alliance  0.874** 

(0.318) 

 1.218** 

(0.395) 

Knowledge similarity   1.525* 

(0.614) 

3.389* 

(1.352) 

Knowledge similarity 

X Prior alliance 

   -2.700+ 

(1.538) 

Constant -5.231*** 

(1.207) 

-5.261*** 

(1.182) 

-5.637*** 

(1.209) 

-6.612*** 

(1.196) 

Pseudo R2 0.036 0.039 0.039 0.043 

N 198 198 198 198 

주) +   p <0.10 

*   p <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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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이 지지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2]와 같이 나타냈고, [그림 3]은 이를 단순화 한 것이다. [그림 3]에서 

지식의 유사성이 높을 때 혁신성과는 전반적으로 높아지나, 전략적 제휴와 

혁신성과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지식 유사성이 

전략적 제휴와 혁신성과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사실이나, 

지식이 유사할 때 혁신성과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학습의 관점에서 지식의 유사성과 전략적 

제휴가 서로 중복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2.2.1절에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수-피인수 기업간 복잡하고 암묵적이며 개인간 

커뮤니케이션에 내재되어있는 지식의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 후 

인수했을 때 혁신성과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논의하였다(Gupta & 

Govindarajan, 1991; Kogut & Zander, 1992; Ranft & Lord, 2002). 여기서 

지식 유사성이 높다면 학습 효과가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식의 유사성이 

높은 기업을 전략적 제휴 후 인수하게 되면 인수 이전에 피인수 기업의 

지식에 대해 학습할 것이 많지 않게 된다. 이로써 전략적 제휴가 없었을 때와 

혁신성과의 차이가 없게 된다. 하지만 지식이 매우 다를 때는 혁신성과 

창출을 방해하는 지식의 특성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학습이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높은 혁신성과를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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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략적 제휴의 경험과 지식의 유사성의 조절효과 

 

 

[그림 3] 지식의 유사성에 따른 전략적 제휴와 혁신성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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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강건성 분석 

종속변수로 사용한 특허는 각각의 인수사건이 일어난 1년 이후 3년간 

출원된 특허 중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했다. 여기서 인수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1년까지 인수로 인한 혁신성과를 반영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으나, 혁신성과를 반영하는데 1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5는 종속변수의 기간을 인수 

사건이 일어난 2년 이후 3년간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앞선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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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강건성 분석 결과표 

Variable Model 5 

Firm size 1.144*** 

(0.117) 

R&D intensity 0.006 

(0.004) 

SIC relatedness -0.099 

(0.359) 

Cross border M&A 0.036 

(0.370) 

Prior alliance 1.470*** 

(0.413) 

Knowledge similarity 3.318* 

(1.394) 

Knowledge similarity X Prior alliance -2.708+ 

(1.602) 

Constant -6.748*** 

(1.602) 

Pseudo R2 0.042 

R2 - 

N 198 

주) +   p <0.10 

*   p <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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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림 2]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SDC Mergers and Acquisitions의 

하이테크 산업에서 일어난 모든 인수사건(9,186개)을 해당 년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2000년과 2008년 이후 두 번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으나, 1990년 

161건에 불과했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509건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혁신 역량의 확보를 위해 인수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70~90%의 기업의 

인수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Christensen et al., 2011), 인수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림 4]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인수 합병(199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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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전략적 제휴를 활용하는 효과성에 대해 논의했다. 전략적 

제휴를 활용하여 인수 성과를 높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몇몇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Porrini, 2004; 

Zollo & Reuer 2010; Hoang & Rothaermel, 2005). 따라서 본 논문은 

전략적 제휴가 인수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 기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기존의 몇몇 유사한 연구가 전략적 제휴의 파트너 인수가 인수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나, 전략적 제휴 이후 인수의 동기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Hoang & Rothaermel, 2005; Porrini, 2004; Zollo & Reuer, 

2010; Folta & Miller, 2002; Cassiman et al., 2005), 본 논문은 혁신성과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전략적 제휴 파트너의 인수가 갖는 장점을 인수 

전과 인수 후로 구분하여 논의하였으며, 지식의 유사성이 전략적 제휴 의 

경험과 혁신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함께 논의했다는 것에 이론적 

기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의 하이테크 산업의 198개의 

인수사건을 음이향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실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피인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혁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실제 경영에서 인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전략적 제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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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식의 유사성과 혁신성과는 긍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예측과 다르게 

전략적 제휴의 경험과 지식 유사성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조절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조절효과를 가져오는 이유로 

지식의 유사성과 전략적 제휴가 서로 중복된 효과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유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전략적 제휴의 효과가 떨어진다 할 수 있다. 

실제 경영에서 유사한 지식을 가진 기업이라면 전략적 제휴를 거치지 않고 

인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반대의 경우라면 전략적 제휴를 거쳐 인수하는 

것이 혁신성과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혁신성과를 측정하는데 

특허를 사용하여, 제품의 다양성, 신제품 출현 등을 포착할 수 없었다. 

하이테크 산업 중 소프트웨어 산업과 같은 몇몇 산업은 특허 출원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아, 특허를 통해 전체 하이테크 산업의 혁신성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혁신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혁신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특허의 양적 측면만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특허에서 해당 특허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가 다른 특허에 어느 정도 인용되었는지를 가중치로 고려한다면 특허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수를 염두하고 이뤄진 전략적 제휴인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전략적 제휴인지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수를 염두 한 전략적 

제휴라면 앞서 언급한 정보의 비대칭성, 통합과 자율의 문제 해결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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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전략적 제휴의 다양한 유형과 강도를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인수 기업과의 연구개발, 라이센싱 등 그 유형과 전략적 제휴의 

강도를 포함하여 변수를 구성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연구대상 기업의 숫자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비록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여년에 걸친 모든 전략적 제휴와 인수를 모두 

분석하여 도출하였지만 그 숫자가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기업의 크기, 

연구개발 집중도 등의 데이터 등을 구할 수 있다면 더욱 정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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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novation is an essential factor for a firm’s growth. For the firms in 

high-tech industries, innovation is especially the main factor that affect 

not only for growth but also existence. To enhance innovation capability, 

firms access and use external knowledge by acquiring other firms; 

however, not all acquisitions have been found success. For this reason, it 

has been studied how to increase success rate of M&A in terms of 

increasing innovation performance. This study mainly investigates 

whether acquiring prior alliance partner positively affects innovation 

performance by selecting innovative target, enhancing learning capability. 

I test hypotheses on a sample of high-technology acquisitions during 

1990-2010 using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The result indicates that 

acquisition of a prior alliance partner shows significantly better 

innovation performance than no prior alliance. Additionally, knowledge 

similarity between an acquirer and a target negative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ior alliance and innova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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