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  

 

 

피인수 기업 발명가의 지식 네트워크 특성이 

인수합병 이후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양방향적 지식 흐름의 관점에서 

 

The impact of target inventor’s knowledge network 

characteristic on the post-M&A innovation performance  

: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directions of knowledge flow  

 

 

 

2018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함   영   세  

  





 

i 

 

초   록 

 

혁신 창출을 위한 인수합병(Technological mergers and acquisitions)은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지식 기반이 인수기업의 지식 기반과 새로운 관계를 형

성하며 결합하는 과정이다. 기업의 지식 기반을 구성하는 발명가와 그들의 지

식이 형성한 네트워크의 특성은 인수합병 이후 지식 요소 간 새로운 재결합의 

잠재성을 결정하며 혁신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혁신 창출을 위한 인수합병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를 규명함에 있어 지식기반의 집합적 특성만 고려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피인수 기업 지식기반의 네트워크 구조가 인수합병 이후 통합된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피인

수 기업 발명가의 지식 네트워크 특성(연결 중심성, 구조적 공백)이 혁신 활

동(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보유 지식 공급,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인수 기업 지식 수용)에 미치는 관계를 제약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혁신 창출

을 위한 인수합병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 지식의 인수합병 

이후 공급과 지식 네트워크 연결 중심성은 역-U자형 관계, 구조적 공백 정도

는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인수 기

업 지식 수용에는 지식 네트워크 연결 중심성(부(-))과 구조적 공백(정(+))

이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혁신 창출을 위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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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이후 발명가의 혁신 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프래임워크을 제공하고, 기

업이 효율적인 혁신 창출을 위한 인수합병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어 : 지식 네트워크, 혁신 창출을 위한 인수합병, 양방향적 지식 흐름 

학  번 : 2016-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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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혁신 창출을 위한 인수합병(Technological M&A)은 외부 지식을 흡수하

는 여러 방법 중에 유용한 수단이다(Ahuja & Katila, 2001). 기업이 인수합

병을 수행할 때 있어 주의할 점 중 하나는, 인수기업이 피인수 기업으로부터 

습득하고자 하는 지식이 암묵지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

식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암묵지는 

대부분 발명가들에게 배태(embedded)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지식 이전을 

위해서는 인수합병 후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Nonaka, 1991; Argote & Ingram, 2000). 하지만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를 유지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경영학적 관점에서 

비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피인수 발명가들의 이질성은 분명 존재할 것

이고, 이질성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인수기업의 

발명가 및 연구 조직과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피인수 기업 발명가들

을 유지할 때에는, 지식과 조직의 통합 측면에서 더 큰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론은 발명가의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

나이다. 지식은 인적자원, 도구, 업무, 그리고 이 세가지가 구성하는 네트워

크에 배태되어 있다(Argote & Ingram, 2000; Argote & Miron-Spektor, 

2011). 네트워크 분석론에서 다루고 있는 발명가는 성문화되어 존재하는 명

시적 지식과 개인에 배태되어 있는 암묵적 지식을 담는 주체로 정의되어왔

으며(Argote & Ingram, 2000), 최근에는 이러한 발명가들 사이의 소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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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협업을 통한 혁신 창출 활동에 대해 

고찰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발명가

들 사이의 협업이라는 행동 자체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탄생하

는 지식 및 기술 성과의 특성을 온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일찍이 저명한 혁신 학자인 Schumpeter (1934)는 새로운 기술 혁신의 창

출은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의 재조합(recombination)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창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인수합병활동을 통한 혁신 성과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발명가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적인 특성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당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이질성 역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의 이질성에 집중하도

록 한다. 

Wang et al. (2014)은 지식 네트워크와 소셜 네트워크의 차이점을 주장하

며 발명가의 이질성을 설명하였다. 과거에 발명가의 소셜 네트워크와 지식 

네트워크를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논의를 진행했다면(Yayavaram & Ahuja, 

2008), 최근에 지식 네트워크의 차이점이 대두된 후엔 두 네트워크의 차이

점과 연계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Wang et al, 2014; Guan & Liu, 

2016; Brennecke & Rank, 2017). 인수합병 연구에는 Paruchure & 

Eisenman (2012)가 발명가의 이질성을 협력 네트워크로 설명하였지만, 아

직 지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연구는 없었다. 지식 네트워크는 기업이 소유

하고 있는 지식 요소와 그 지식 요소 사이에 연결을 통해 구성된다. 본 연구

에서는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지식 요소를 특허 하위 분류로 정의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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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허에 부여된 하위 분류 관계를 지식 요소의 연결로 간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네트워크는 지식의 재조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

한 방법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수합병 환경에서 발명가의 이질성을 

지식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명가의 이질성

을 네트워크 단위로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구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변수인 중심 연결성(Degree Centrality)와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을 

독립변수로 활용한다. 

또한 본 연구는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지식 수용자 역할도 관심을 

두고자 한다. 인수합병 환경에서 피인수 기업은 주로 인수 기업에게 지식을 

공급하는 지식 공급자(Knowledge provider)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피인

수 기업 출신 발명가는 인수합병 이후에 인수 기업의 지식을 습득하며 발명 

활동을 하기도 한다. 즉, 지식 공급자(Knowledge provider) 역할과 지식 수

용자(Knowledge recipient)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Hwang et al., 

2014). 지식 공급자 역할을 피인수 발명가의 수동적 발명 활동으로 구분한

다면, 지식 수용자 역할은 능동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

구에서 피인수 발명가의 인수합병 이후 혁신 성과를 (1) 해당 발명가의 지

식이 기업에서 얼만큼 활용되는 가에 대한 것과 (2) 인수 기업의 지식을 얼

마나 수용하는 지로 나누어 양방향적 지식 흐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

다. 

분석 표본은 제약산업에서 2001년에서 2008년 사이에 있었던 혁신 창출

을 위한 인수합병 중에서 지식 네트워크 분석이 적합할 것으로 여겨지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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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수합병 거래이다. 이를 통해 인수합병 이후에도 계속 발명 활동을 하는 

총 986명의 발명가를 추출할 수 있었다. 각 발명가의 소유 지식의 연결 중

심성과 구조적 공백 정도가 인수합병 이후 해당 발명가의 지식 공급과 인수 

기업 지식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결 중심성

은 지식 공급과 수용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보였다. 공급에는 최적점이 존재

했고, 지식의 수용과는 부(-)의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구조적 공백 정도는 

공급과 수용 모두 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예상과 일

치하는 결과였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지식 네트워크 분석의 유용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동시에 인수합병 환경에서 지식 네트워크를 도입했다는 함의를 가

진다. 또한 본 연구는 지식의 양방향적 흐름을 제시했고, 피인수 발명가의 

발명 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다.  

이후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식 

네트워크의 정의, 주요 변수, 그리고 양방향적 지식 흐름을 소개하겠다. 3장

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설명하고, 4장에서 표본과 연구 모형을 

설명 하겠다. 끝으로 5장에서는 결과 확인 및 연구에 대한 논의를 기술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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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2.1 지식 네트워크 

지식은 조직의 인적자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도구, 조직의 

목표와 의도를 반영한 업무, 그리고 이 세가지가 구성하는 네트워크에 배태

되어 있다(Argote & Ingram, 2000; Argote & Miron-Spektor, 2011). 이

렇게 지식을 배태하고 있는 요소와 그것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는 명시지, 

암묵지 등의 전반적 지식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특히 기업의 역량과 경

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하는 암묵지는 발명 활동을 직접 수

행하는 발명가에 의해 발전, 개발 및 전달 될 수 있다(Almeida & Kogut, 

1999). 하지만 네트워크에 배태된 지식은 다른 네트워크에서 적합성이 떨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식 이전이나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Argote & Ingram, 2000). 본 연구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 이

전을 네트워크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것을 통해 발명가 수준에서 분석하고

자 한다. 

기존의 발명가 수준 네트워크 연구는 주로 발명가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

진 소셜 네트워크(협력 네트워크) 개념으로 접근하였다(Yayavaram & 

Ahuja, 2008). 그러나 최근 Wang et al. (2014)이 지식 네트워크와 소셜 

네트워크의 차이점을 주장한 후에 지식 네트워크의 특징과 두 네트워크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두 네트워크는 뚜렷이 구분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며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주장(Guan & 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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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Wang et al., 2014)과 분리가능하지만 독립적이지는 않다는 주장

(Brennecke & Rank, 2017)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인수합병 상황에서 피인

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이질성을 지식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혁신 활동에 대한 예측을 지

식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살펴보았다. 

지식 네트워크는 발명가의 협력 네트워크와는 구분되는 다른 개념으로, 과

학 혹은 기술적 지식 사이의 연결로 형성된다(Yayavaram & Ahuja, 2008). 

혁신은 기술의 재조합(recombination)으로 정의할 수 있고, 재조합을 직접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 방법이 지식 네트워크이다(Wang et al., 

2014; Brennecke & Rank, 2017). 왜냐하면 지식 요소간의 연결(Tie)이 지

식 간의 융합과 발명, 재조합, 확장 등을 뜻하기 때문이다. 지식 네트워크는 

노드(Node)와 노드 사이의 연결로 구성된다. 노드는 지식 요소를 뜻하고, 

연결은 두 지식 요소의 조합을 의미한다(Carnabuci & Bruggeman, 2009). 

지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식 요소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분야의 잠

정적인 결론을 포함하는 분류 체계이고 사회적인 정의에 의해 구분할 수 있

다(Berger & Luckmann, 1967; Kuhn, 1996). 연결은 과학 또는 기술 개발

과 발명 과정에서 조합된 지식 요소 사이에 형성된다(Fleming, 2001). 따라

서 기업 내에서 기술과 발명이 축적되어 지식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면, 지식 요소와 지식 요소의 연결로 이루어진 지식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다(Carbuci & Bruggeman, 2009).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지식 

요소를 특허의 하위 분류로 규정하고, 연결은 하나의 특허가 가지는 하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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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사이에 형성되는 것으로 한다(Wang et al., 2014). 즉, 지식 요소가 결합, 

융합, 재조합은 지식 네트워크에서 연결로 표현되며 연결을 통한 결과물은 

특허가 되는 것이다. 

인수 기업의 혁신 창출을 위한 인수합병(Technological M&A)은 피인수 

기업의 지식 기반의 흡수를 통해 기술 노하우(know-how) 획득과 기술 역

량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Ahuja & Katila, 2001). 인수합병 과정에서 피

인수 기업의 지식 네트워크의 이동을 수반하게 되는데, 인수 기업과 피인수 

기업의 이질성 때문에 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완전한 지식 이전에

는 어려움이 있다(Argote & Ingram, 2000). 각 지식 요소 별로 지신 네트

워크에서의 위치가 지식 이전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발명가 수준의 연구로써, 인수합병 이전에 지식 네트워크를 통해 규

명된 발명가의 특성이 인수 이후 발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다. 네트워크를 도입한 인수합병 연구인, Paruchuri & Eisenman (2012)는 

인수합병이 발명가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협력 네트워크 관점에서 접

근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식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1.1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는 해당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의 개수

를 뜻한다. Wang et al. (2014)은 연결 중심성을 조합의 잠재력

(combinatorial potential)이라고 정의했다. 서로 연결된 지식은 주제가 연관

되어 있고, 연결이 많이 된 지식은 더 유망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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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기업 내부적으로 연결이 많이 된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음을 뜻한다(Dosi, 1988; Kuhn, 1996; 

Wang et al., 2014). 이런 특징은 지식 네트워크의 특성이 발명가의 기술 개

발과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지식 네트워크와 협력 네트워크

는 구분되지만 독립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Brenneck & Rank, 

2017).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가 소유한 지식의 연결 중심성은 다음과 같은 방

법을 통해 구하게 된다. 우선, 지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지식 요소 별로 

연결 중심성을 측정한다. 그리고 각 발명가가 소유한 지식 요소의 평균 연결 

중심성을 계산하면, 그 값이 발명가가 소유한 지식의 연결 중심성이 된다. 

 

2.1.2 구조적 공백 (Structural Hole)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의 정도는 해당 지식 요소와 연결된 다른 지

식 요소 사이의 연결이 성긴 정도를 의미한다. 해당 지식 요소의 주변에 있

는 지식 간에 연결이 많다면 구조적 공백 정도는 낮고, 연결이 적다면 구조

적 공백 정도는 높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식 네트워크에서 구조적 공백 정도

를 조합의 가능성(combinatorial opportunities)라고 정의했다(Wang et al., 

2014). 학습과 탐색은 기존 지식과 가깝게 연관된 분야에서 일어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Cohen & Levinthal, 1990; Cyet & March, 1963; Fleming, 

2001), 발명가는 기업의 지식 네트워크에서 본인이 소유한 지식과 연결된 

지식의 학습에 있어서 강점을 가진다(Wang et al., 2014). 또한 해당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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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지식 사이에 연결이 없다면(구조적 공백 관계라면), 그 지식 사이를 

연결하는 새로운 발명 작업은 발명가에게 최초 개발자라는 보상을 줄 수 있

으며 이것은 발명가에게 혁신 활동 대한 유인이 되기도 한다(Hagstrom, 

1965). 

Wang et al. (2014)는 구조적 공백 관계에 있는 두 지식과 그것들과 연결

된 해당 지식은 서로 관련된 주제를 공유하고 있고, 구조적 공백 관계에 있

는 두 지식의 연결은 다른 지식 관계의 연결보다 쉽게 형성될 수 있다고 주

장했다. 이것을 활용적(exploitative) 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적 공백 

정도가 큰 지식은 탐색적(exploration) 혁신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활

용적 혁신에 적합하다(Wang et al, 2014). 하지만, 구조적 공백 정도가 큰 

지식을 많이 소유한 발명가가 계속적인 활용적 혁신 활동만 한다면, 능숙함

의 덫(competency trap)에 빠지기도 한다(Levinthal & March, 1993; 

March, 1991). 본 연구에서는 활용적 혁신과 탐색적 혁신을 나눠서 분석하

지는 않지만, 구조적 공백 정도가 크다면 발명과 혁신 활동에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았다. 

피인수 발명가가 소유한 지식의 구조적 공백 정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구하게 된다. 지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지식 요소의 구조적 공백 

정도를 계산한 뒤, 각 발명가가 소유한 지식 요소의 평균 구조적 공백 정도

를 구한다. 

 

2.2 양방향적 지식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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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은 조직 학습과 혁신의 관점에서 외부 지식을 흡수하는 여러 방

법 중 하나이다(Ahuja & Katila, 2001). 그렇기 때문에, 피인수 기업을 지식

을 공급하는 지식 공급자(Knowledge provider)로 인식되어 왔다(Hwang 

et al, 2014). 직원 수준(Individual-level)의 다양한 연구에서 지식 공급자 

역할을 하는 공급자들의 유지가 인수합병 이후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도 했다(Cannella & Hambrick, 1993; Ranft & Lord, 2002). 피인수 기

업 출신 발명가가 인수합병 이전에 본인이 소유한 지식이 인수합병 이후에 

활용 되었다면, 이것은 해당 발명가가 지식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Orsi et al., 2015; Hwang et al., 2014). 한편 인수합병 이후 피인수 기업 

출신 직원은 지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인수 기업 지식을 습득 및 수용하

며 근무한다(Hwang et al., 2014). 피인수 기업 발명가가 인수 이전에 인수 

기업에만 존재하는 지식을 습득하여 발명 활동을 했다면, 이것은 지식의 수

용자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지식 습득 목적이 있는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지식 공급자)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주장(Ernst & Vitt, 

2000)에 더하여, 본 연구는 피인수 기업 축신 발명가의 지식 수용자 측면을 

포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인수 발명가의 혁신 활동을 지식

의 양방향적 흐름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다음의 [그림 1]에 인수합병 환경에

서 양방향적 지식 흐름의 개념도를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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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양방향적 지식 흐름 개념도 (Hwang et al., 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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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Paruchuri & Eisenma (2012)는 인수합병의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발명가

의 혁신 활동을 발명가의 소셜 네트워크로 설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Wang et al. (2014)이 소셜 네트워크와 다르다고 주장한 지식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인수합병 환경에서 피인수 발명가의 혁신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혁신 활동을 지식의 공급과 수용의 양방향

적 흐름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피인수 기업 출신의 발명가가 (1) 지식 공급

자의 입장일 때, 소유 지식의 연결 중심성과 구조적 공백 정도가 지식 공급

에 미치는 영향, (2) 지식 수용자 입장일 때, 소유 지식의 연결 중심성과 구

조적 공백 정도가 지식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3.1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가 소유한 지식의 연결 

중심성이 지식 공급에 미치는 영향 

지식 네트워크에 속하는 지식 요소가 다른 지식 요소와 많은 연결을 가졌

다는 것은 해당 지식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이 많다는 의미다. 이런 지식을 

소유한 발명가는 연관성이 높은 지식을 이용한 발명 활동을 위하여 루틴, 스

탠다드, 그리고 모듈들을 개발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Levitt & 

March, 1988). 높아지는 효율성은 기업 전체의 해당 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내기도 한다(Wang et al., 2014). 즉, 피인수 기업의 다른 발

명가도 그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고, 인수합병 이후에 해당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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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인수 기업은 해당 지식

을 인수합병 이후에 활용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피인수 기업의 지식 

네트워크에서 연결 중심성이 큰 지식은 인수 이후 활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

상한다. 

한편 지식의 연결 중심성이 커진다면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식이

라는 사회적인 믿음이 커지게 된다(Fleming, 2001). 이와는 반대로 다른 지

식과 연결이 적은 지식은 발명가들의 낮은 인지도를 뜻하기도 한다(Kuhn, 

1996; Yayavaram & Ahuja, 2008). 발명가의 지식 인지도는 인수합병 환경

에서 피인수 기업 지식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수합병 이전에 독

립적인 두 조직으로 존재했던 인수 기업과 피인수 기업 사이에서 지식 이전

은 어렵기 때문에(Argote & Ingram, 2000), 유망 기술이라는 신호는 지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식의 연결 중심성 증가가 지식 공급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결 중심성이 높아진 지식은 기업-특화

(firm-specific)와 특유화(idiosyncratic) 정도가 커지게 되고(Helfat, 

1994; Nerkar & Paruchuri, 2005), 인수 기업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Argote & Ingram, 2000). 더욱이 기업-특화된 지식은 혁신성 증가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다(Carnabuci & Bruggeman, 

2009; Kim & Kogut, 1996). 과학과 기술 지식의 반복적인 활용은 결국 혁

신성이 떨어지는 지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

구의 가설 1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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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가 소유한 지식의 연결 중심성과 인수합병 

이후 해당 발명가의 지식 공급 사이에는 역의 U 자형 관계가 있을 

것이다. 

 

3.2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가 소유한 지식의 구조적 

공백 정도가 지식 공급에 미치는 영향 

지식 요소의 구조적 공백 정도는 새로운 조합의 가능성(combinatorial 

opportunities)를 의미한다(Wang et al., 2014). 구조적 공백 정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지식과 연결된 지식 간에 새로운 연결이 형성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하고, 새로운 지식 조합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상황임을 뜻한다. 

지식 요소의 구조적 공백 정도가 크다는 것은 지식 사이에 중복된 경로

(redundant path)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한다(Burt, 1992). 중복된 경로가 

적은 지식은 새로운 발명 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Wang et al. (2014)는 구조적 공백 정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적

(exploitative) 혁신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이것에 대한 이유를 탐색적

(explorative) 혁신을 위한 높은 기회비용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인수합병 

환경에서도 피인수 기업의 지식이 구조적 공백이 크다면 인수 기업에서는 

새로운 조합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발명가들은 활용적(exploitative) 혁신에 적합한 지식을 소유한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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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다(Brennecke & Rank, 2017). 

이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발명가의 네트워크 내의 위치에 따른 신호 해석

(Signal interpretation)에 따라 발명가의 인기가 결정되는 것과 유사하다

(Paruchuri & Eisenman, 2012). 기업 내에서 지식 소유 정도에 대한 정보

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발명가가 소유한 지식의 특성에 따라 다

른 발명가들의 기대감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논의를 정리하

여 본 연구의 가설 2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가 소유한 지식의 구조적 공백 정도는 인

수합병 이후 해당 발명가의 지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3.3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가 소유한 지식의 연결 

중심성이 지식 수용에 미치는 영향 

지식의 연결 중심성 증가는 해당 기업에서 루틴, 스탠다드, 그리도 모듈을 

개발하며 효율성을 높이고(Levitt & March, 1988), 지식 자체의 기업-특화

(firm-specific)와 특유화(idiosyncratic) 정도가 커지게 되며(Helfat, 

1994; Nerkar & Paruchuri, 2005), 그 지식의 외부를 향한 지식 이전을 어

렵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Argote & Ingram, 2000). 그리고 기업-특화

(firm-specific)된 지식을 많이 소유한 발명가는 기존의 지식 기반에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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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기업 외부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들이기 데에 어려움을 느낄 것

이다. 따라서 피인수 기업 발명가의 지식의 연결 중심성이 높다면, 인수 기

업에 존재하는 지식을 수용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식 네트워크에서 다른 지식과 연결이 많이 된 지식은 개발 및 

활용 횟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해당 지식에 대한 깊이(depth) 있는 

연구 및 활용이 되었음을 뜻한다. 이런 경우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은 

인지적 관성(Cognitive inertia)을 불러일으키고, 혁신에 제약이 된다

(Levinthal & March, 1993). 또한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의 증가는 중복된 

경로의 노출이 많아 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당 지식과 연결된 지식 

사이에는 주제의 관련성이 있게 되고, 관련 주제와의 중복된 경로가 많아지

면 혁신성에 제약을 받을 것이다(Uzzi & Spiro, 2005). 이런 논의의 종합하

여 본 연구의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가 소유한 지식의 연결 중심성은 인수합병 

이후 해당 발명가의 인수 기업 지식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가 소유한 지식의 구조적 

공백 정도가 지식 수용에 미치는 영향 

구조적 공백 정도가 낮음은 해당 지식에 대한 좋은 이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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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et al., 2014). 왜냐하면 이것은 해당 지식에 연결된 지식 사이의 연

결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련 주제에 깊고 좋은 이해가 전제되었을 때 

지식 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적 공백 정

도가 낮다면 해당 지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루틴, 스탠다드, 모듈을 개발

하며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Levitt & March, 1988). 이와는 

반대로, 구조적 공백 정도가 커지면, 그 지식은 기업-특화(firm-specific)

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지식을 소유한 발명가는 외부 지식을 받

아들이는 데에 유리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지식 요소의 구조적 공백 

정도가 크다는 것은 지식 사이에 중복된 경로(redundant path)의 감소를 의

미하고(Burt, 1992), 이 또한 기업-특화에서 자유로움을 의민한다. 따라서 

피인수 기업 발명가의 지식의 구조적 공백 정도가 커지면, 인수 기업의 지식

을 활발히 흡수할 것이다. 

또한, 인수합병은 피인수 기업에 혼란을 주는 환경으로 발명가의 혁신 활

동에 영향을 준다(Paruchuri et al., 2006). 그리고 위험한 환경이 발명가의 

탐색 활동을 발생시키기도 한다(Cyert & March, 1963; Kim, 1998). 따라서 

피인수 기업 발명가는 혼란스럽고 위험한 환경인 인수합병 환경에서, 피인수 

기업 경계를 넘는 외부 탐색(external search)을 수행할 것이다(Wang et 

al., 2014). 구조적 공백 정도가 높은 지식을 소유한 발명가는 기업-특화

(firm-specific)와 특유화(idiosyncratic)에서 자유롭고, 외부 탐색을 통해 

인수 기업의 지식 수용을 활발히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 4는 아래와 같이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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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가 소유한 지식의 구조적 공백 정도는 인

수합병 이후 해당 발명가의 인수 기업 지식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구가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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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법론 

4.1 연구의 설정 및 표본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 제약산업의 혁신 창출을 위한 인수합병 자료를 통

해 가설을 검증했다. 바이오 제약산업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약산업은 지식 기반의 high technological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Ganzaroli et al., 2015). 둘째, High technological 산업의 지식과 연구 역

량은 발명가에 배태되어 있는 경향이 크고, 발명가 수준의 분석에 적합하다. 

셋째, 제약산업 기업은 지식 습득을 위한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등의 방법

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Rothaermel, 2001; Senker & Sharp, 1997). 이

러한 이유로 이번 연구에서 바이오 제약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다. 

2001에서 2008년 사이에 있었던 인수합병중에 기술집약 형 인수합병으

로 판단되고 네트워크 분석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17개의 인수합병을 분석 

대상으로 택했다. Thomson Reuters SDC Platinum database의 인수합병 정

보에서 분석 대상 인수합병 거래를 선택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

업 내부 인수합병 거래와 혁신 창출을 위한 인수합병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래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Ahuja & Katila, 2001). 또한 네트워크 분

석을 위해 인수, 피인수 기업의 특허의 수가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진 거래

를 분석의 대상으로 택했다.  

그리고 Thomson Reuters SDC Platinum database의 인수합병 정보와 

Datastream의 회계 정보를 연결했다. 또한 1996년에서 2014년의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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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and Trademark Office (USPTO) database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택

된 거래의 기업의 특허 정보를 수집하고, 특허 정보에서 추출할 수 있는 발

명가 정보를 활용했다. 최종적으로 인수합병 이후에도 계속 발명 활동을 이

어가는 피인수 기업 발명가 986명을 이용해 분석했다. 

 

4.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이 연구는 인수합병 이전 피인수 기업의 지식 네트워크에서 찾은 발명가

의 특성이 인수 이후 발명가의 혁신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인수합병이 실행된 년도 이전 5년의 기간 동안의 

피인수 기업 특성이 인수합병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에 사용된 특허는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하였다(Cloodt et al., 2006). 

또한 두 5년간의 기간 사이에 2년의 시차(인수합병이 실행된 년도에서 그 

다음해까지)를 두어, 인수합병에 의한 영향이 기업에 미치는 기간과 인수 후 

특허가 등록되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다(Phene et al., 2012). 

 

4.2.1 종속 변수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지식 공급 

인수합병 이후,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지식이 인용되는 횟수다. 분석

의 대상이 되는 발명가가 인수 이전 5년간 등록한 특허는 인수합병 이후 활

용될 것이다. 인수 기업이 인수합병 이후 혁신 활동과정에서 피인수 기업 지

식을 사용하는 것은(Ganzaroli et al., 2015; Makri et al., 2010), 피인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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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지식 기반이 인수 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새로운 지식 재조합이 형성하는 과정은 혁신 창출을 위한 인수합병에서 

피인수 기업이 지식의 공급자 역할을 했음을 나타낸다.  

이번 연구는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지식 특성이 지식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인수 이전에 5년간 피인수 발명

가가 등록한 특허가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2년의 시간차를 두고, 5년간 인용

된 총 횟수를 발명가 별로 구했다.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인수 기업 지식 수용 

이번 연구는 인수합병 환경에서 지식의 양방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가 인수 기업의 지식

을 습득하는 정도의 계량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변수는 피인수 발명가가 

인수 기업으로부터 흡수한 지식 요소(특허 하위 분류)의 개수로 측정했다. 

피인수 발명가가 인수 이후 5년의 기간 동안(2년 시간차 이후) 등록한 특허

의 하위 분류는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인수합병 이후 지식 기반을 의

미한다. 그 지식 요소 집합 안에 인수합병 이전에 인수 기업에만 있었던 지

식 요소를 찾고 그 지식 요소의 개수를 구했다. 

 

4.2.2 독립 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지식 네트워크에서 계산하는 변수다. 따라서 우선 

피인수 기업 지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식 네트워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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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요소를 의미하는 노드와 지식 요소의 관계를 뜻하는 연결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인수합병 이전 5년간 등록된 특허의 하위 분류를 지식 네트워크의 

지식 요소로 간주했다. 각 인수합병 거래 별로 피인수 기업의 지식 네트워크

를 구성하고 아래의 변수를 구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우선, 지식 네트워크에서 각 지식 요소와 다른 지식 요소가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n개의 지식 요소가 있는 지식 네트워크에서 지식 요소 i의 

연결 중심성은 (n-1)개의 다른 지식 요소와 맺고 있는 연결의 수를 합하여 

구할 수 있다(Freeman, 1979). 그리고 발명가가 소유한 지식 요소의 연결 

중심성의 평균을 해당 발명가의 연결 중심성으로 계산하였다(Wang et al., 

2014). 예를 들면, 피인수 기업 발명가는 인수합병 이전 5년간 특허 1,2를 

등록했고, 등록된 특허의 하위 분류가 i, j, k인 상황을 가정하자. 피인수 기

업의 지식 네트워크를 구성한 뒤, 각 지식 요소의 연결 중심성 측정하니 i, j, 

k는 각각 10, 9, 11의 연결 중심성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해당 발명가가 가

진 지식의 연결 중심성은 지식 요소들의 평균값인 10이 된다. 

 

구조적 공백 (Structural Hole) 

이 변수는 발명가의 지식 요소의 구조적 공백 정도의 평균값이다. 앞서 기

술한 연결 중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피인수 기업 발명가의 지식의 구조

적 공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별 지식 요소의 구조적 공백 정도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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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 네트워크의 제약성(constraint)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Burt, 

1992; Lee, 2010). 아래의 식을 통해 변수의 값을 구한다. 

 

Cij는 지식 요소 i에 대한 지식 요소 j의 제약정도를 나타내고, pij는 지식 

요소 i의 다른 지식 요소와 연결 중에 지식 요소 j와의 연결의 비율을 뜻한

다. 그리고 piqpqj는 지식 요소 i가 q를 통한 j의 간접적 연결의 비율을 의미

한다. 

 

4.2.3 통제 변수 

이 연구는 발명가 수준의 연구이고, 개별 발명가의 혁신 활동에 영향을 주

는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했다. 인수합병 이전 기간에 발명가가 함께 발

명 활동을 수행했던 평균 협력자 수, 피인용의 횟수, 소유 지식 요소의 수는 

인수합병 이후에 발명가의 혁신 활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여 통제 

변수로 포함했다. 또한 발명가가 소유한 지식과 연결된 주변 지식의 응집성

은 향후 지식 요소의 재조합의 가능성(opportunities)와 잠재력(potential)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에고 네트워크 밀도(ego network density)를 

통제 변수에 포함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에고 네트워크 밀도는 정보 획

득 경로의 중복성을 키워 혁신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통제 변수로 생각된다(Burt & Minor, 1983; Borgatti, Jones, & 

Everett, 1998). 지식 네트워크에서 에고 네트워크 밀도는 기준 지식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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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결된 다른 지식 요소 사이의 연결 라인의 개수를 다른 지식 요소들이 

만들 수 있는 총 라인 개수로 나누어서 구한다.  

그리고 기업 수준의 통제 변수도 포함했다. 이 연구는 혁신 창출을 위한 

인수 합병 환경이 배경이다. 따라서 혁신 창출을 위한 인수합병 상황을 설명

할 수 있는 통제 변수가 필요하다. 인수 기업의 지식적, 재무적, 그리고 인수 

합병의 상황적 특성이 피인수 기업 발명가의 혁신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

기 때문이다. 인수 기업의 지식의 크기, 혹은 직원의 수가 인수합병 이후 피

인수 발명가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거나 제약을 가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통제 변수를 포함한 분석으로 인수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겠다. 피인수 기업

의 지식 기반이 인수 기업 지식과의 지식 관련성(Knowledge relatedness)

를 포함했다. 지식 관련성은 인수, 피인수 기업이 소유한 동일 특허 주요 분

류(main class)에 포함되는 피인수 기업 특허 수를 피인수 기업 전체 특허 

수로 나누어서 계산했다(Makri et al., 2010). 피인수 기업의 지식 다양성

(knowledge diversity)도 기업수준 통제 변수에 포함했다. 기존 연구에 따

라, 정보 엔트로피(Shannon entropy index)를 사용했고, ∑ Pi x ln(1/Pi) 

식을 이용했다(Ahuja & Katila, 2001). 피인수 기업의 각 지식 요소에 포함

된 특허의 수의 전체 특허에서 퍼센트 비율을 Pi로 계산했다. 또한, 인수 기

업과 피인수 기업의 지식 기반 크기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지식 기반의 상

대적 크기 변수(Relative size of knowledge base)를 사용했다(Ahuja & 

Katila, 2001; Phene et al., 2012). 인수합병 이전 피인수 기업이 등록한 특

허의 수를 인수 기업이 등록한 특허의 수로 나누어 계산했다. 그리고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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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Firm size)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피인수 기업의 직원 수를 자연 로

그 취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인수합병(Foreign M&A)를 더미 변수로 포함하

여, 두 기업의 국적이 다른 것이 혁신에 주는 영향을 통제했다. 

 

4.3 통계적 모형 – 음이항회귀모형 

본 연구의 종속변수(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지식 공급,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인수 기업 지식 수용)는 인용 횟수, 습득 지식 요소의 개수이

고 셀 수 있는 정수이다. 종속변수가 정수, 이산성의 특징을 가지면 포아송 

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이나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 모델을 활용한다(Hausman et al., 1984). 이런 경우 평균과 분

산의 크기를 기준으로 둘 중에 하나의 모델을 선택하게 된다. 포아송 회귀분

석을 위해서는 변수가 과분산되어 있지 않고, 평균과 분산이 거의 비슷한 값

을 가져야한다. 이 연구는 이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음이항 회

귀분석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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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논의 

5.1 분석결과 

[표 1]에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량과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리했다. 상관관계 절대값의 최대값은 0.63이고, Cohen et al. (2003)에서 

제시한 변수간의 상관관계 문제로 볼 수 있는 0.7을 넘지 않는 것을 확인하

였다. 나머지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0.4이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변수 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 통계량

에서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지식 공급, 피인용 횟수, 그리고 기업의 크

기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큰 표준편차를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변수의 값 자체가 상대적으론 크기 때문에 편차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변수들의 관계가 회귀분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

해 분산 팽창 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s(VIF)) 검사 결과를 실시했고, 

[표 2] 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분산 팽창 계수의 최대값은 2.04이고, 

모든 값이 3 이하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Myers, 1990).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는 [표3,4]에 정리했다. 모델 1에서 모델 4까지는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지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통제 변

수의 상관관계를 보았고, 모델 5에서 모델 8에서는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

가의 인수 기업 지식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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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술 통계량 

    Mean 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Knowledge from target-inventor 30.08 4.70 1.00 
            

2. Knowledge to target-inventor 0.70 0.07 0.00 1.00 
           

3. Degree centrality 29.11 0.95 0.00 0.01 1.00 
          

4. Structural Holes 1.54 0.01 0.03 0.14 0.63 1.00 
         

5. Network egodensity 0.64 0.01 -0.09 0.19 -0.28 -0.16 1.00 
        

6. No. of inventors 2.65 0.08 -0.05 0.15 0.05 0.07 0.03 1.00 
       

7. Pre-citation 25.92 2.44 0.03 0.03 0.03 0.08 -0.03 0.01 1.00 
      

8. No. of knowledge elements 16.06 0.76 -0.01 0.38 0.24 0.37 0.18 0.26 0.08 1.00 
     

9. Relatedness 0.81 0.01 0.08 0.16 0.20 0.09 -0.10 0.01 0.03 0.15 1.00 
    

10. Diversity 25.02 0.25 -0.11 0.23 0.33 0.42 0.20 0.05 0.04 0.35 0.12 1.00 
   

11. Relative size 1.37 0.07 -0.06 0.37 -0.04 -0.09 -0.04 -0.02 0.01 0.16 0.18 0.06 1.00 
  

12. Firms size 453.46 41.63 -0.06 -0.10 0.17 0.08 0.02 0.04 -0.05 -0.04 -0.01 0.10 -0.14 1.00 
 

13. Foreign M&A (Dummy) 0.08 0.01 -0.06 -0.07 -0.13 -0.05 0.05 -0.13 0.01 -0.01 -0.17 0.25 0.09 -0.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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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산 팽창 계수 

VARIABLES Model 1, 5 Model 2, 6 Model 3, 7 Model 4, 8 

Degree centrality 
 

1.5 
 

1.96 

Structural Holes 
  

1.56 2.04 

Network egodensity 1.08 1.29 1.23 1.33 

No. of inventors 1.09 1.1 1.1 1.1 

Pre-citation 1.01 1.01 1.01 1.01 

No. of knowledge elements 1.3 1.36 1.46 1.46 

Relatedness 1.13 1.14 1.13 1.15 

Diversity 1.3 1.5 1.57 1.62 

Relative size 1.09 1.1 1.13 1.13 

Firms size 1.06 1.08 1.06 1.08 

Foreign M&A (Dummy) 1.18 1.22 1.2 1.23 

Mean VIF 1.14 1.23 1.25 1.37 

 

모델 1과 모델 5는 통제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

다. 에고 네트워크 밀도, 평균 협력자 수, 소유 지식 요소의 수, 지식 관련성, 

지식 기반의 상대적 크기가 피인수 기업 발명가의 지식 공급과 피인수 기업 

발명가의 인수 기업 지식 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모델 2는 통제 변수에 연결 중심성과 이것을 제곱한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

했다. 연결 중심성 변수는 피인수 기업 발명가의 지식 공급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0425, p<0.01), 연결 중심성을 제곱한 변

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β=-0.000349, p<0.01). 결과

적으로 피인수 발명가 지식의 연결 중심성과 피인수 기업 발명가 지식 공급 

사이에는 역의 U자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델 3에는 모델1에서 피인수 발명가 지식의 구조적 공백 정도의 변수를 

추가했다. 구조적 공백 정도와 피인수 기업 발명가의 지식 공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β=1.46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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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지식 공급) 

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Knowledge from target-inventor 

Independent Variables 
    

Degree centrality 
 

0.0425*** 
 

0.0353*** 

  
(0.00679) 

 
(0.00801) 

Degree centrality2 
 

-0.000349*** 
 

-0.000315*** 

  
(0.00004) 

 
(0.00005) 

Structural Holes 
  

1.466*** 0.775* 

   
(0.39700) (0.46300) 

Control Variables 
    

Network egodensity -1.611*** -1.062*** -0.832** -0.881** 

 
(0.35400) (0.38000) (0.39800) (0.38900) 

No. of inventors -0.0809*** -0.0942*** -0.0855*** -0.0951*** 

 
(0.02620) (0.02520) (0.02610) (0.02520) 

Pre-citation 0.000811 0.00114 0.00089 0.0011 

 
(0.00077) (0.00077) (0.00077) (0.00077) 

No. of knowledge elements 0.0194*** 0.0145*** 0.0148*** 0.0132*** 

 
(0.00368) (0.00347) (0.00368) (0.00347) 

Relatedness 4.931*** 4.695*** 4.934*** 4.727*** 

 
(0.42600) (0.41400) (0.42000) (0.41300) 

Diversity -0.0988*** -0.102*** -0.118*** -0.108*** 

 
(0.01240) (0.01220) (0.01300) (0.01260) 

Relative size -0.161*** -0.152*** -0.146*** -0.148*** 

 
(0.02890) (0.02810) (0.02850) (0.02820) 

Firms size -0.000377*** -0.000389*** -0.000378*** -0.000384*** 

 
(0.00005) (0.00005) (0.00005) (0.00005) 

Foreign M&A (Dummy) Included 

_Cons 2.514*** 1.776*** 0.256 0.752 

 
(0.43400) (0.44300) (0.73700) (0.74900) 

Observations 986 986 986 986 

Log likelihood -3221.93 -3193.07 -3215.6 -3191.68 

Chi-Square 388.99*** 446.70*** 401.64*** 449.48*** 

Pseudo R2 0.0569 0.0654 0.0588 0.0658 

Mean VIF 1.14 1.23 1.25 1.37 

Max VIF 1.18 1.5 1.56 2.04 

Notes: *** p<0.01, ** p<0.05, * p<0.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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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인수 기업 지식 

수용) 

Dependent Variables 
Model 5 Model 6 Model 7 Model 8 

Knowledge to target-inventor 

Independent Variables 
    

Degree centrality 
 

-0.00930** 
 

-0.0156*** 

  
(0.00416) 

 
(0.00470) 

Structural Holes 
  

0.842* 1.674*** 

   
(0.50400) (0.55100) 

Control Variables 
    

Network egodensity 1.996*** 1.520*** 2.301*** 1.779*** 

 
(0.41900) (0.46300) (0.46200) (0.47700) 

No. of inventors 0.0925*** 0.0806*** 0.0943*** 0.0760*** 

 
(0.02950) (0.03000) (0.02920) (0.02940) 

Pre-citation -0.000188 -0.000315 -8.21E-05 -0.000215 

 
(0.00104) (0.00105) (0.00100) (0.00097) 

No. of knowledge elements 0.00906** 0.0115** 0.00611 0.00735* 

 
(0.00447) (0.00462) (0.00457) (0.00436) 

Relatedness 1.976*** 2.044*** 2.079*** 2.281*** 

 
(0.61900) (0.61700) (0.61900) (0.61300) 

Diversity 0.0362*** 0.0486*** 0.0247* 0.0337** 

 
(0.01230) (0.01350) (0.01400) (0.01410) 

Relative size 0.161*** 0.148*** 0.173*** 0.164*** 

 
(0.03610) (0.03610) (0.03680) (0.03620) 

Firms size -0.000426*** -0.000405*** -0.000416*** -0.000370*** 

 
(0.00010) (0.00010) (0.00010) (0.00010) 

Foreign M&A (Dummy) Included 

_Cons -5.239*** -5.021*** -6.537*** -7.418*** 

  (0.63600) (0.63600) (1.01200) (1.02500) 

Observations 986 986 986 986 

Log likelihood -799.19 -796.63 -797.79 -792.02 

Chi-Square 188.52 193.64 191.32 202.86 

Pseudo R2 0.1055 0.1084 0.1071 0.1135 

Mean VIF 1.14 1.23 1.25 1.37 

Max VIF 1.18 1.5 1.56 2.04 

Notes: *** p<0.01, ** p<0.05, * p<0.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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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4에는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피인수 기업 발명가의 지식 공급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했다. 모델 4에서 3개 독립변수 모두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결 중심성의 β값은 0.0353(p<0.01), 연결 중심성의 제곱의 β값

은 -0.000315(p<0.10), 구조적 공백 정도의 β값은 0.775(p<0.1)을 나타 

냈다. 따라서 모델 2와 모델4의 분석 결과를 통해 가설 1이 지지 됨을, 그리

고 모델 3과 모델 4의 결과로 가설 2가 지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델 5에서 모델 8까지는 종속변수로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인수 기

업 지식 수용을 두고 분석한 결과이다. 앞서 기술한 하였듯이, 독립변수는 제

외하고 통제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피인용의 횟수 외

의 다른 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나타냈다. 

모델 6에선 독립변수로 연결 중심성을 포함하여 분석했다. 연결 중심성과 

피인수 기업 발명가의 인수 기업 지식 수용 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β=-0.00930, p<0.05). 

모델 7은 통제 변수 전체와 독립변수 중 하나인 구조적 공백 정도가 피인

수 기업 발명가의 인수 기업 지식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구조적 공

백 정도의 β=0.842 (p<0.1)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모델 8은 모든 변수를 포함한 결과이다. 연결 중심성의 β=-

0.0156 (p<0.01), 구조적 공백 정도의 β=1.674 (p<0.01)을 확인할 수 있

다. 모델 6과 모델 8을 통해 가설 3이 지지 되었고, 모델7과 모델 8의 결과

를 통해 가설 4가 지지 되었다. 

 

5.2 논의 

본 연구는 혁신 창출을 위한 인수합병에 환경에서 인수합병 이전의 피인수 

기업의 지식 네트워크가 인수합병 이후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혁신 활동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지식은 기업 내에서 연결되어있는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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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형성한다. 네트워크는 명시지와 암묵지 등을 복잡하게 배태하고 있기 때

문에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의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식 네트워크의 교류가 발생하고 지식 네트워크의 영향에 따라 발

명가의 혁신활동이 달라질 것이다. 예상했던 논의와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연결 중심성이 큰 지식을 소유한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는 지식의 

공급과 수용에 있어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식을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최적

의 연결 중심성의 크기가 존재함을 확인했고, 지식을 수용에는 지식의 연결 

중심성이 커질수록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피인수 발명가가 소

유한 지식이 다른 지식과 결합한 수가 많아 질수록 인수 기업 사이의 지식 이

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적정 수준까지는 지식의 공급 측면에는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인수 기업의 발명가의 지식이 기존에 

많이 활용되고 다른 지식과 연결이 많이 되었다면 지식 이전이 어려울 수 있

음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다.   

둘째, 발명가가 소유한 지식의 구조적 공백 정도는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

가의 지식 공급과 수용의 양방향적 지식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발명가가 소유한 지식의 활용적(exploitative) 혁신 가

능성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인수합병 이후,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지식 

공급은 연관 지식 중 조합되지 않은 것들의 조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

론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가 소유한 지식의 주변 지

식 간에 결합 정도가 낮을수록, 인수 기업에만 있는 지식 수용을 활발히 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지식 사이에 결합을 생성해낼 수 있는 가능

성으로 이해 가능한, 지식 조합 가능성이 인수합병을 통한 지식 이전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 창출을 위한 인수합병

(Technological M&A) 연구를 지식 네트워크를 통한 분석을 도입했다. 기존 

연구는 발명가의 소셜 네트워크와 지식 네트워크를 동일한 개념으로 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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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했었다. 최근 두 네트워크는 다른 개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두 

네트워크의 차이점과 관계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지식 네트워크 개념을 인수합병 연구에 도입하여 지식 네트워크로 규명된 발

명가의 특성이 혁신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발전된 논의를 제시하였다.  

둘째, 실증 분석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여 지식 네트워크 분석의 유용성

을 확인했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식 네트워크 개념은 최근에 도입되어 

협력 네트워크와의 차이점과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명

확한 개념적 구분에 있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로 인해 지식 네트워

크의 경영학적 의의를 견고히 했다고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지식 이전에 있어서 피인수 기업이 지식을 공급한다는 기

존의 인식을 확장하여 인수 기업 지식을 흡수와 수용을 동시에 한다는 양방향

적 지식 흐름에 대한 관점을 환기 시키고 있다. 피인수 기업 발명가가 소유한 

지식의 연결 중심성이 지식의 공급과 수용 두 방향에 있어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통해, 지식의 공급과 수용은 다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 좀더 정교한 분석으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경영자들에게 지식 기반 분석에 있어서 지식 네트워크 중요성을 인지

시켜주었고, 인수합병 이후 발명가의 혁신 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를 제시했다. 즉, 피인수 기업 출신 발명가의 지식이 기존에 많이 활용된 상

황이라면 공급과 수용 양방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공급에 있어서

는 어느 정도까지는 최적의 연결 정도가 있었다.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 큰 지

식을 가진 발명가는 공급과 수용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

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영환경에서 인수합병 이후 피인수 발명가의 지속적

인 발명 활동을 원한다면, 지식의 확장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어 발명가를 판

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특허 정보에는 암묵지가 포

함되지 않는다라는 점이다. 지식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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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지가 포함되었다고 불 수 있는 면도 있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

다. 

둘째는 지식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오랫동안 축적된 자료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환경에서 직접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셋째는 지식 네트워크와 협력 네트워크의 관계에 대한 규명은 하지 못했다

는 점이다. 최근에 지식 네트워크와 협력 네트워크와의 차이점과 관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 네트워크만의 특징을 확인하였지

만, 후속 연구에서 인수합병에 있어서 두 네트워크 사이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지식이 피인수 기업에서 인수 기업으로 그리고 반대방

향으로 이전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했다. 지식의 이전을 인수합병 이후 등록된 

특허 데이터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등록된 특허는 순수한 지식의 

이전을 뜻하지 않는다. 한 조직이 소유한 지식이 다른 조직으로 이전되는 것

은 향후 지식이 어떻게 쓰이고 활용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쓰인 특허 등록 정보는 지식이 이전되고 활용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

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이전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은 인수합병의 발생이 전후 혁신 활동에 영향

을 미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 성과의 변화의 원인이 인수합병만 있는 것

은 아닐 것이다. 발명가 스스로 역량을 향상했을 수도 있고, 피인수 기업이 

자체적으로 혁신을 일으킬 역량이 충분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에는 원인의 모호함(casual ambiguity)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

만 원인을 정확이 구분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분석의 어

려움이 있다. 

여섯째는 발명가이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제변수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발명가 수준의 연구로 발명가의 이질성을 나타내고, 종속변수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통제변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근소년수, 나이,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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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여부 등은 지식의 공급과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분석에 한계점은 존재한다. 

마지막은 제약산업의 인수합병만을 이용한 분석이라는 점이다. 추후에는 다

른 산업 분석 혹은 산업간 차이점 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 등의 제약이 있지만,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

한 후속 연구가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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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chnological M&A is one of the prominent external knowledge 

sourcing methods characterized by combination between the two distinct 

knowledge bases of the acquirer and the target firms, thereby forming a 

new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elemen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ventors’ knowledge determine the potential of new knowledge 

recombination between knowledge bases of the acquirer and the target 

firms after the M&A deal. 

 In the previous research, however, on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tal knowledge base were considered instead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knowledge. To fill this research gap, this Master’s thesis 

focuses on how the knowledge network of the target firm’s knowledge 

base affects the post-M&A innovation performance.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knowledge network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inventors (degree centrality and structural hole) and the post-

M&A innovation performance (the acquirer firm’s knowledge utilization 

from the focal target inventor and the focal target inventor’s knowledge 

utilization from the acquirer firm) are examined. 

 Empirical evidence from the analysis on firms in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supports the main arguments of the thesis. 

There is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the acquirer firm’s 

knowledge utilization from the focal target inventor and the degree 

centrality of his/her knowledge, a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utilization and the extent to which his/her knowledge spans structural 

holes. While the target inventor’s knowledge utilization from the acqui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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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degree centrality, it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extent to which the inventor’s knowledge spans structural holes. 

Through this research, the thesis provides an important framework to 

predict a target inventor’s post-M&A innovation performance, which 

enables firms to conduct an efficient technological M&A strategy.  

 

Keywords: Knowledge network, technological M&A, Knowledge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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