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과정에서 핵심적 성공/실패 요인:

전략 및 인사∙조직적 접근*

박 원 우**

기업간 M&A 추세는 날로 증가되지만 실패기업의 수가 전체의 반을 넘는다는 통계와 함께 그 효과에

한 회의 또한 늘어나고 있다. M&A 후 실패의 주원인이 법적, 세무적, 혹은 재무적 측면이기보다는 인

적자원과 문화적 이슈 중심으로 결론 나고 있다. 그 결과 HR due diligence 혹은 cultural due diligence라는

용어가 성공적인 M&A관리에서 강조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M&A 관련 연구에서 M&A를 하는

상조직 설정의 문제 즉, 선택관점(choice perspective)보다는 M&A 실행과정상의 문제 즉, 과정관점

(process perspective)에서의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review paper의 입장에서

M&A 실패원인에 한 기존연구를 전략적 접근과 인사∙조직적 접근으로 구분∙정리한 후 기존연구의

한계와 함께 어떤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가를 제시하 다.

I. 서 론

경 자가 M&A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동기에 한 기존의 많은 설명들 중 가장

표적인 이론으로는‘경 자가 M&A 과정을 통해 재무적, 운 적, 그리고 관리적 시

너지효과를 기 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효율성 이론(efficiency theory)

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 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한 많은 의문과 비판이 있

었지만, M&A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로서‘서로 다른 기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의 추구’를 거론하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Trautwe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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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M&A를 계획∙수행하는 부분의 기업들이 합병 후 시너지효과를 기 함

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 이상이 결국 실패한다고 한다

[Schweiger & Weber, 1989; Cartwright & Cooper, 1993ab]. 매킨지 연구에 의하면“합

병 기업의 2/3 이상이 합병시 발생한 비용을 은행에 예금해 두고 생기는 이자만큼도

합병 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Baker와 그의 동료들(1981)의 연구에서도

연구 상이 된 합병 기업의 80% 정도가 조직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조직적 성과

(예; 만족, 몰입, 이직률 등)에 있어서도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 다.

198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M&A의 유행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M&A에 한 연구결과를 발표하 지만, M&A 후 저조한 성과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

한 연구[Ramaswamy, 1997; Hunt, 1990; Bruton, Oviatt, & White, 1994; Kusewitt,

Jr., 1985 등]는 상 적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저조한 성과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하여 M&A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 자 혹은 재무분석가들이 기업의 인적자원(human resource)이

가지는 중요성을 무시하여 왔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Hunt, 1990]. Mitchell과

Marks(1986)는 기업 합병의 실패 원인 중 1/3에서 1/2 정도가‘종업원 문제’에 기인

하고 있다고 하 으며, Training(1987, 2월호)지에 의해 실시된 통계조사에 있어서는

합병기업의 최고경 진 중 85% 정도가 장기적인 성공에 있어‘재무적 문제’보다‘인

적 문제’가 더 중요한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자의 연구결과로 Clemente와 Greenspan(1999)에 의하면, M&A 후의 통합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로써 조직원간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제시하 다. 그

들이 조사한 M&A의 성공을 위한 8가지 중요한 이슈의 순위가 다음의 [그림 1]에서

제시되고 있다.

1980년 이후 기업 M&A의 실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

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하나는 전략 이슈를 통한 접근이며[Datta et al., 1991; Jemison

& Sitkin, 1986; Bruton et al., 1994; Hopkins, 1987; Hitt et al., 1993; Haleblian &

Finkelstein, 1999; Kusewitt, Jr., 1985; Harrison et al., 1991; Ramaswamy, 1997;

Lubatkin, 1984; Shanley & Correa, 1992; Salter & Weinhold, 1979; Singh &

Montgomery, 1984], 다른 하나는 인사∙조직 이슈를 통한 접근이다[Weber, 1996;

Bruton et al., 1994; Cartwright & Cooper, 1993ab]. 여기서는 먼저 전략적 접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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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을 살펴본 이후에 인사∙조직적 접근에 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II. M&A 성공/실패 요인에 한 전략적 접근

최근에 연구되어진 기업 M&A에 관한 전략적 역 내에서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기업의 인수 후 성과(post-acquisition performance)에 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로서

상 기업간의 전략적 유사성[Ramaswamy, 1997], 사업 전략적 적합성[Shelton,

1988], 사전 조직인수의 경험[Haleblian & Finkelstein, 1999], 인수전 조직내 구성원들

의 스트레스적 경험[Bruton et al., 1994], 인수기업간의 상 적 규모[Kitching, 1967],

인수기업의 수익률[Seetoo, 1977], 최고경 진간의 의견일치 정도[Shanley & Correa,

1992], 인수과정[Jemison & Sitkin, 1986], 인수활동상의 전략적 요소[Kusewitt Jr.,

1985], 인수기업의 시장 포지션[Hopkins, 1987], 서로 다른 배경상황과 행동과정

[Hunt, 1990]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 M&A의 성공요인에 한 전략적 접근법을 따르는 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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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Clemente & Greenspan(1999), p. 49.

[그림 1] M&A 통합과정에서의 핵심이슈



‘어떤’기업을 택해야 하는가에 한 문제 해결을 위한‘선택 관점(choice

perspective)’에 따라 실시되어졌으며, 몇몇 연구들만이 M&A를‘어떻게’실시해야

될 것인가에 한‘과정 관점(process perspective)’에 의한 연구[Kusewitt, Jr., 1985;

Jemison & Sitkin, 1986; Hunt, 1990]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Jemison & Sitkin,

1986].

<표 1>은‘선택 관점’과‘과정 관점’에 한 각각의 접근방법을 따르는 연구 내용

들에서 기업 M&A의 성공/실패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 다.

1. 선택 관점(Choice Perspective)에서의 성공/실패 요소

1) 전략적 요소

기업의 인수 후 성과에 향을 주는 표적인 요소로써, 기업의 전략적 요소들간의

적합성 및 유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전략적으로 매

우 유사한 두 기업이 M&A되었을 때, 두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업 내 자원

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직관적인 생각의 타

당성은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통해서 증명된 바 있다[Ramaswamy, 1997]. 그러나 이

러한 직관적인 추측과는 매우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연구 논문도 존재하고 있다

[Harrison et al., 1991]. 기업인수의 성과에 관한 전략적 요소를 다루는 연구들은 크게

한 기업의 사업적 전략─다시 말해서, 업종─과 의사결정 유형과 관련된 전략적 요소

를 기본이 되는 두 분야로 나누고 있고, 본문에서도 이에 따라 전략적 요소를 두 가지

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다.

(1) 사업적 전략의 유사성(사업 유사성)

Singh과 Montgomery(1984), 그리고 Lubatkin(1984)은 서로 다른 전략적 특성을 가

진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관점에서의 가치창출에 어떤 향을 미치는 가에 관한 연

구를 하 다. 이 두 가지의 연구들에서는 기업의 사업 전략 중에서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들을 변수로써 이용하 다. 이러한 개별적 지표를

사용하는 연구들은 연구과정상 외생변수로 지목하 던 변수들에 의한 향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특성들 중 어떤 요인은 기업인

274 經 � , 36 卷 2 3



박 원 우 275

<표 1> 기업 M&A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전략적 요소에 관한 연구

구 분 성공/실패 요소 연구자 결 론

선택 관점 전략 적합성 Ramaswamy(1997) 기업간의 전략적 유사성이 M&A의 성공 요소

(choice (사업 유사성) Harrison et al. 기업간의 전략적 유사성이 M&A의 성공 요소

perspective) (1991) (단, 기업간의 전략적 상이성이 긍정적 효과

를 보이기도 함)

Shelton(1988) 기업간의 사업상 동일관계 혹은 보충적 관계

가 성공 요소

Kusewitt, Jr.(1985) 기업간의 사업 유사성이 M&A의 성공 요소

Hopkins(1987) 기업간의 사업 비유사성은 M&A의 성과와 무관

전략 적합성 Datta et al.(1991) 경 스타일의 불일치는 M&A의 실패 요소

(의사결정 유형) Harrison et al. 경 스타일의 유사성은 M&A의 성공 요소

(1991) (단, R&D와 재무 분야에 있어서는 전략적 불

일치성이 오히려 성공요소가 되기도 함)

Ramaswamy 기업간의 전략적 유사성이 M&A의 성공 요소

(1997)

M&A 경험 Haleblian & 과거의 M&A 경험(횟수)과 M&A의 성과에는

Finkelstein(1999) U형의 상관관계가 존재(유사한 기업에 한

M&A의 경험에는 정(+)의 상관관계)

Hitt et al.(1993) 과거의 M&A 경험이 M&A 성과에 긍정적 효

과를 가져옴.

스트레스적 경험 Bruton et al. 시장쇠퇴의 경험이 M&A의 성과에 긍정적

(1994) 향을 미침.

기업의 상 적 규모 Kitching(1967) 기업의 상 적 규모에서의 큰 차이는 M&A에

부정적 향을 미침.

기업의 수익성 Seetoo(1977) M&A 직전의 기업 수익성이 M&A 후 성과에

긍정적 향을 미침.

과정 관점 최고경 진간의 Shanley& Correa 최고경 진간의 의견일치 정도는 M&A 성과

(process 의견일치 정도 (1992) 에 긍정적 향을 미침.

perspective) M&A 협상 전략적 Kusewitt, Jr. 기업인수 비율, 인수유형, 인수시점이 M&A
요소 (1985) 의 성과에 향을 미침.

M&A 실행 과정상의 Jemison & Sitkin 기업 M&A의 성공을 저해하는 4가지 조직적

요소 (1986) 요소를 도출



수 시에 가치를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다른 요소들은 가치를 감소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런 가치의 증분에 한 종합적인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Shelton(1988)은

각 개별적인 전략요소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진 한 기업의 자산구성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기업의 자산유형이 인수 상이 되는 다른 기업의 자산구성 방식을 비

교 연구하 다. 이 연구에서는 Salter와 Weinhold(1979)에 의해 개발된 기업 인수시

의 전략적 관계 도표를 사용하 다([그림 2]).

기업 M&A시에 순수한 보충적 관계(related-supplementary)에 있는 것으로 분류되

는 기업들은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기업들로 볼 수 있고, 순수한 보완적 관계

(related-complementary)의 기업들은 상호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기업들로 볼 수 있

다. 보충적 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인수 시에는 새로운 자산이나 새로운 상품이 아닌,

기존의 상품으로 새로운 고객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전략에 의한 것이고, 보완적 관계

에 있는 기업간의 인수 시에는 기존의 고객 시장에 새로운 자산 구성을 바탕으로 하

는 새로운 상품을 공급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Shelton(1988)은 이러한 4가지 M&A시의 전략적 관계가 인수 후 성과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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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업 인수시의 전략적 관계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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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가에 해, 미국의 218건의 합병 사례를 상으로 회귀 분석을 통한 실증

연구를 시도하 는데, 그 결과 동일한 관계(identical) 혹은 보충적 관계(related-

supplementary)에 있는 기업간의 M&A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연구결과가 Kusewitt, Jr.(1985)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그는 미

국의 SIC(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하여 M&A 기업간의 사업 유

사성이, 인수후의 성과에 해 정(+)의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는 기업 M&A시

에, 유사한 자산들의 결합이 서로 다른 자산간의 결합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말하는

데,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기업 M&A시의 서로 다른 자산간의 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효과들(상호 보험효과, 운 시너지효과 등)이 비슷한 자산의 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과보다 크지 않음을 실증적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와는 달리,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가 Hopkins(1987)에 의

해 실시되었는데, 그는 이 연구를 통해서 복합적(conglomerate) 연계성, 기술 연계성,

마케팅 연계성의 3가지 축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시장 포지션상의 기업 M&A에

한 시장 포지션적인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 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본래 기업

M&A의 원인이 시장의 쇠퇴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후에 이해 해 실

증하려고 했으나, 시장 쇠퇴와 기업 M&A간의 뚜렷한 인과성을 발견하지는 못하

고, 애초의 연구목적과는 달리 기존의 시장 포지션과 관련이 없는 시장으로의 기업

M&A를 실시한 경우에, 관계가 있는 시장으로 진출한 경우보다 뚜렷하게 낮은 성과

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그의 연구는 앞서의 Shelton의 연구와

달리 좀더 복잡한 측정 내용을 도입하여 본 결과, 기존의 사업상 비유사성이 인수 후

성과에 그다지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유사성은 기업 M&A 후의 기업성과에 체적으로 정(+)의

향을 미치지만, 사업의 비유사성이 반드시 부(-)의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의사결정 유형과 관련된 전략적 유사성

Datta와 그의 동료들(1991)은 M&A의 당사자 기업간의 경 스타일의 불일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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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 후 성과에 부(-)의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그러한 이유로는 M&A 당사자

중 합병 측에서 상 방 기업의 전략적 변화를 요구하게 되면, 기존 회사에서의 상황

에 따라 가장 적합한(fit) 조직구조 및 시스템적 상태를 유지하던 균형이 깨져서, 결

국 기존 기업의 시너지효과를 잃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Harrison과 그의 동료들(1991)은 전략적 변수에 4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제시하

는데 자원배분 유형, 부채비율, 관리의 강도(administrative intensity), 그리고 자본집

중도가 그 요소들이고, 그들은 실제 사례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통해 앞의 4가지 유형

의 전략들이 서로 유사한 기업들간의 M&A의 경우에 기업인수 후 성과가 훨씬 성공

적이었다고 하 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증연구 과정에서 한 가지 독특한 사실을 발견

하 는데, 그것은 앞의 4가지 전략적 유형이 서로 다른 기업간의 M&A의 결과, 기업

의 인수 후 재무분야와 R&D 분야에 있어서 그러한 서로 다른 차이점이 오히려 긍정

적인 결과를 유도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사실에 해 (1) 독특하

고 중요한 차이점들이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만든다, (2) 기업인수 측에서 레버리지

(leverage) 효과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경우 (3) 전략적인 유형이 비슷한 기업간의 합

병에 있어서는 기업인수 상 측에서 요구하는 프레미엄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3가지

설명을 제시하 다.

Ramaswamy(1997)는 기업 핵심의사결정기구에서의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적 유사성이, 기업인수 후의 성과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다. 그는 미국 내 92개의 은행들간의 합병사례를 통해서 시장범위, 간접 국세,

마케팅비용, 고객믹스, 위험에 한 경향성의 요소들을 복합적인 전략요소의 개별 구

성요소 및 변수로 지정하여, 이러한 전략적 요소들간의 유사성이 기업 M&A 후 성과

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그는 기업의 인수 후 성과를 측

정하는 척도로써, 각 기업의 자산수익률(ROA)을 제시하 다.

결국 합병 당사자 기업들의 기존의 전략적 구조는 기업이 처하고 있는 환경에 따

라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간의 M&A시 유사한 전략적 구조

(유사한 상황에 따르는)는 그러한 기존의 적합 상태를 크게 흔들어 놓지 않기 때문

에, 기업인수 후 보다 나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어떤 기업이

경 부진, 시장에의 부적응 등으로 쇠퇴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경

상의 전략적 유사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파악될 수도 있다. 기존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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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무 구조나 R&D의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전략적 특성이 오히려 상호간의 특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인수

후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2) 경험적 요소

(1) 조직 M&A의 경험

Haleblian과 Finkelstein(1999)은 449개의 기업인수 사례를 통한 조사연구에서, 기업

인수에 관한 사전경험과 기업인수 후 성과에 U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 다.

게다가 기업의 사전경험과 유사한 기업인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나

은 성과를 내고 있음을 밝혔다. 그들은 조직 행동이론 중의 학습이론이 기업인수 과

정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이러한 학습 곡선의 패턴을 만들어 냈다고 하 다. 

Hitt와 그의 동료들(1993)은 12건의 성공적인 기업인수 사례를 조사한 후에, 사전

의 조직 인수경험이 인수 후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

들의 연구는 표본의 수가 적어서 학문적으로 큰 중요성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제안한,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자산간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과

관련된, 축적된 노하우가 기업인수 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제안이 현실적으로도 매

우 타당하게 여겨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겠다.

Fowler와 Schmidt(1989)는 미국의 공개매입(tender offer)과 관련된 사례들을 분석

하여, 매입 전 4년 이내의 기업인수 경험이 기업인수 후의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친다고 발표하 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M&A와 관련된 경험은 서로 다른 자산을 적당히 이용하여 시

너지효과를 내게 만드는 기업의 노하우로 축적되게 되고, 이렇게 축적된 경험은 차후

의 기업인수 및 합병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언제 합병을 해야 하고, 언제 하지 말아야 할지, 또는 언제 재무분야

외적인, 법정인 혹은 다른 지원요소를 필요로 하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M&A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가 무엇인지 잘 알게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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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트레스적 경험

Bruton과 그의 동료들(1994)은 기업 M&A 이전의 2년간의 기간동안 계속적인 불

경기와 쇠퇴를 경험한 51개의 M&A 사례를 조사하여, 그러한 쇠퇴를 경험한 기업의

M&A에 있어서 서로 관계가 있는(related)─앞서 논의된 시장적 유관성의 개념─기

업들간에 M&A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쇠퇴적인 경험이 기업인수 후 성과에 오히

려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이런 결과에 해 그들이 제시한

이유로는, 쇠퇴를 경험하는 기업이 포함되는 M&A의 경우에는 평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기 위하

여 전문가들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들이기 때문에, 기업인수 후 성과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기업의 M&A시에는

해당 사업에 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협상능력, 그리고 실행 능력이 무엇보다도 절실

히 요구된다고 언급하 다.

3) 기타

(1) 기업의 상 적 규모

Kitching(1967)은 미국 내 기업인수 실패사례 중 84%에서 기업간 규모의 부적합성

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 다. 상 적인 규모가 2% 미만이 되면 부적합하다고 정의

를 내렸었는데, 그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 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업을 적

적인 인수과정을 통해 흡수하려는 기업들에게, 규모의 차이가 클 경우 발생하는

부정적인 향에 해 경고하고 있다.

(2) 인수기업의 인수 직전 수익률

Seetoo(1977)는 규모 수평적 기업합병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실증연구 결과를

통해서, 인수 전의 기업 수익성이 기업인수 후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친다고 발

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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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 관점(Process Perspective)에서의 성공/실패 요소

기업 M&A의 과정은 인수 및 합병을 위한 협상과 계약의 단계, 그리고 그러한 계

약이 체결된 이후 실질적인 기업통합(integration) 활동을 수행하는 실행 과정의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우선 기업인수 과정상에 전체적으로

향을 미치는 요소와 각각의 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1) 기업인수 과정의 전체적인 향요소: 최고경 진간의 의견일치 정도

Shanley와 Correa(1992)는 기업 M&A 과정 중, 각 기업의 최고경 진간의 의견일

치 정도가 기업인수 후 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해 병원간의 합병사례를

상으로 조사하 다. 그리고 그들은 연구결과로써 최고경 진간의 의견일치와 수행성

과에 해 3가지 요소를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를 제시하 다. 세 가지 요소는 (1) 실

제 의견일치, (2) 지각된 의견일치, (3) 의견일치의 정확성이다. 

그들은 의견일치에 향을 주는 상황적 요인으로써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 다.

첫째, 개인적인 기술과 성향, 둘째, 분쟁 혹은 응집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집

단 역학적 구조. 셋째, 그룹 상호간의 관계 요소. 그들은 이 연구에서, 기업의 상황적

배경에 따라 의견일치와 관련된 3가지 요소─지각된 의견일치, 실제 의견일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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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조사하 고, 그러한 의견일치와 기업인수 성과와

의 관계를 도출해 내었다. 그들은 연구과정 중에서, 집단 내적인 의견일치가 또 다른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들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상 방에 한 정확한 이해 정도가 당사자들로 하여금

기업통합 과정에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처할 수 있게 해 준

다고 하 다. 그리고 그들은 기존의 기업인수와 관련된 연구들이, ‘정교한 인수계획’

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인수과정상의 기업간의 역학적 관계와 의견일치와 같은 상황

요인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 다. 

다시 말하면 기업인수의 결정 및 시행과정을 통해서, 집단 구성원간의 인 관계,

행동적 요소, 최고경 진간의 의견일치 정도 등의 인적요소가 매우 중요한 향을 미

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정교한 사전 인수계획을 통해 시행된 수많은 기업

M&A들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된 이유에 한 하나의 설명 방법이 될 수 있다. 

2) 기업인수 결정 과정상의 향요소: M&A 협상 전략적 요인

Kusewitt, Jr.(1985)는 기업의 인수 후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

이는 7가지의 전략적 요소를 도출한 뒤에, 1967년부터 1976년까지의 138개의 인수

기업을 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 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수 시에 제시한 인수

가격의 요소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의 항목이 모두 기업인수 후 성과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제시한 7개의 요소는 상 적 규모, 기업인수 비율, 산업적 유사성, 인수시점,

인수유형(type of consideration; 현금 혹은 주식), 인수기업의 수익률, 그리고 인수가

격이다. 그는 인수 후 성과가 달라지는 것은 각 자산 및 향요소들의 시너지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 다. 

그가 제시한 요소들 중, 기업인수 결정 과정상의 요인으로는 기업인수 비율, 인수

시점, 인수유형, 인수가격의 4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의 연구결과에서는 이 4가지

중 인수가격의 요소를 제외한 3가지가 인수 후 기업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

러났다. 그는, 높은 기업인수 비율과 인수유형 중 현금인수의 경우 기업인수 후 높은

성과와 연계되었다고 하 고, 또한 높은 정도의 기업인수 비율─인수 상 기업의 자

산 중 인수기업이 인수하는 자산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성과와 연계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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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인수가격에 해서는, 그가 애초에 예상하기로는 과다하게 지급된 비용이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성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칠 것이라 했었는데, 그가 검증하여 본 결과

인수가격이 인수 후 성과에 별 향을 미치지 않음이 밝혀졌다.

3) 기업인수 실행(통합) 과정상의 향요소

Jemison과 Sitkin(1986)은 기업인수의 실행 과정 자체에 한 미시적 접근을 통하

여, 기업인수 과정의 성공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4가지 요인을 도출해 내었다. 그는

성공적인 기업인수 과정을 저해하는 4 가지 요소로써 행동 분열(activity

segmentation), 관성의 확 (escalating momentum), 기 된 모호성(expectational

ambiguity), 관리시스템의 오적용(management system misapplication)을 제시하 다.

행동분열은 주로 기업 M&A 자체의 기술적 복잡성과 해당 참가자들의 서로 다른 역

할인식을 통하여, 기업인수 과정상 절실히 요구되는 전략적 적합성과 조직적 적합성

이 크게 저해될 수 있음을 말한다. 관성의 확 라는 것은, 보통의 기업인수 과정이 다

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인수 과정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구성원들의 관성들이 모이게 되어서, 해당 사안이 불완전한 채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려 없이 일을 수행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낮추는 경우

를 말한다. 기 된 모호성은, 협상과정 중에 각각의 참여 그룹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다소 모호한 채로 남겨두는 사안들(예를 들어, 기업의 재무제표 상 드러나지 않는 부

실 채권의 존재 등)이 기업 인수과정상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시스템의 오적용은, 인수 상 기업을 인수한 모 기업이 그 자신의 능력에 해

과신을 하거나, 인수 상이 되는 기업에 해 지나친 원조를 하려는 유형의 관리 시

스템을 통해 오히려 인수 상 기업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상의 4가지 요소들은 미시적으로 기업인수의 과정에 저해가 되는 작용을 할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기업인수 후의 성과에 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적절한 경 및 관리를 시도할 수 없게 만드는, 기업인수라고 하는 중 한

사안 자체가 주는 압박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기업인수 및 합병에

한 전문적 지식과 합리적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해소될 수 있

는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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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A 성공/실패 요인에 한 인사∙조직적 접근

Clemente와 Greenspan(1999)에 의해 제시된 8가지의 M&A 실행 과정상 핵심 이슈

에 해 앞서 언급하 는데([그림 1] 참고), 그가 제시한 8개의 이슈 중 제품/서비

스, 수익창출의 2가지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전부 인적자원관리(HRM)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제시된 조직 구성원간의 의

사소통 이슈는 응답자의 70%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이를 통해 M&A를 계획하고 실

시하는 기업의 최고경 진이 M&A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최근에 들어와

서 인사∙조직적 요소들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M&A 성공/실패 요인에 한 인사∙조직적 접근을 시도한 많은 연구들을

크게 개념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나누어 정리하 다. 

1. 개념적 연구

M&A에서의 인사∙조직과 전략이슈들의 연구는 재무적 이슈의 연구에 비해 그리

많지는 않다. 이는 기업합병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임원 및 최고경 자가 인사∙

조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슈들이 합병 후 성과(특히

재무적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Schweiger & Weber, 1989].

기업합병은 이론적 기반이 다른 조직 관련 이론에 비해 상 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기업합병에 관한 개념적 연구가 많지는 않다[Weber, 1996]. 그러나 1980년 이후

전세계적인 M&A의 증가 추세에 따라 기업 M&A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자연

스럽게 인사∙조직적 측면에서의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Hunt, 1990;

Trautwein, 1990; Jemison & Sitkin, 1986]. 이러한 인사∙조직적 측면에서의 M&A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부분의 기업합병 실패원인이 인사∙조직 이슈들에 한 관심과

관리 부족이라고 주장하 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이지는 못하는 한계를 보

이고 있다. 또한 기업합병의 취약한 이론적 배경 때문에 개별 이슈들을 통합할 수 있

는 통합 모델에 한 접근 시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Jemison & Sitkin,

284 經 � , 36 卷 2 3



1986].

개념연구에서 언급된 요소들은 주로 두 합병 기업간의 적합성[Jemison & Sitkin,

1986], 합병형태[Hunt, 1990], 합병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Hunt, 1990] 등이다. 특

히 Jemison과 Sitkin(1996)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기업합병 그 자체에

한 이해가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

구들도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를 선호하는 기업합병의 특성을 제 로 반 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실무에서 커다란 호응을 받지는 못했다[Kusewitt, Jr., 1985].

Napier와 그의 동료들(1989)은 기업합병의 과정을 크게 4가지(합병을 위한 동기,

합병계획, 합병실행, 합병결과)로 구분하 다. 특히 그들의 연구에서는 3단계, 즉 합

병실행에서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역할 및 효과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향후 Schweiger와 Weber의(1988) 연구로 발전되는데, 이들은 인적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합병 단계별 전략적 요소들에 한 연구를 하 다. 또한 기존 연구의 의사소통

을 포함하는 인사정책과 시스템 및 전략과의 통합을 시도하 으며, 최고경 자들의

철학, 가치관, 능력과 피합병 기업 중간 관리자들의 능력 등에 해서도 추가적인 연

구를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역시 방법론적인 장벽에 부딪쳐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해 보이지는 못하 다[Weber, 1996].

결국 1980년 에 들어와 활발하게 시도되기 시작한 M&A에 관한 인사∙조직상의

개념적 연구들은 기존의 M&A에 한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을 도

출해내는 데 성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실증하기 위한 방법론에서의 한계에

부딪쳐서 그 이론들의 타당성을 검증 받지는 못하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시도들은

이후에 실시되어지는 여러 실증연구들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어주었다.

2. 실증적 연구

기업합병 관련 인사∙조직 이슈들에 한 실증연구는 1980~1990년 에 들어와 그

방법론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Shirley(1973)

의 병원협회의 8개 병원 합병을 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시작으로, 최근의 Weber

(1996)에 실시되어진 지각된 기업문화의 차이에 한 연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업합병의 형태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연구의 범위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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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넓다[Rappaport, 1979]. 전략분야에서의 실증연구는 주로 조직의 전략유사성, 산

업연관성, 합병형태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지만, 인사∙조직 이

슈들에 한 연구는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기존의 인사∙조직 이론상의 연구 주제가

거의 다 포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기업합병이라는 커다란 틀 내에서 기

존의 인사∙조직 연구 역이 다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함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Weber, 1996].

인사∙조직 이슈상 실증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연구주제는 기업문화이다(<표

2> 참고). 기업문화는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많은 방법

론적인 문제로 공격을 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Weber, 1996; Cartw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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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M&A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인사∙조직적 요소에 관한 연구

연구주제 연구자 결 론

기업문화 Cartwright & Cooper(1993ab); Weber(1996); 최고경 진 및 실무

Jemison & Sitkin (1986); Marks & Mirvis(1983); Schein(1985) 자들의 인사∙조직

Hal & Norburn(1987); Greaves(1981); 적 문제에 한 관

Buono, Bowditch & Lewis(1985); Schweiger & Denisi(1991); 심 부족이 M&A 실

Weber & Schweiger (1992); 패의 가장 큰 요인

Chatterjee, Lubatkin, Schweiger & Weber(1992) 으로 작용

불확실성 Hayes(1979); Sutton(1983);
Ivancevich, Schweiger & Power(1987) Simmons(1984);
Walsh, Ashford & Hill(1985)

의사소통 Napier, Simons & Stratton(1989); Greaves(1981); 
Sinetar(1981); Ivancevich, Power & Schweiger(1987);
Schweiger & Denisi(1991)

임원들의 행동 Ivancevich, Schweiger & Power(1987)

경 진의 이직 Drucker(1981); Parsons & Baumgartner(1970); Pitts(1976); 
Fama & Jensen(1983); Walsh(1988, 1989); 
Hambrick & Cannella(1993)

비 리조직의 Shirlry(1973)
전문가와 일반직원

합병단계별 이슈 Schweiger & Weber(1989)



Cooper, 1993ab]. 기업문화는 구성원의 가치관과 태도 및 행동 특성을 반 하므로

[Schein, 1985], 합병기업간의 문화적 차이가 기업의 성과에 향을 미칠 수도 있다

는 것이 이러한 기업문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들의 공통적 결론이다[Weber, 1996;

Cartwright & Cooper, 1993ab; Buono et al., 1985]. 또한 전략적 접근 방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무적 종속변수와는 달리 연구의결과 변수로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아닌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이직의도, 잔류의사,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Schweiger & Denisi, 1991]과 합병경험의 유무[Bruton et al., 1994], 합병 후 발생하게

되는 불확실성에 한 지각 정도[Shirley, 1973]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M&A와 관

련된 인사∙조직 이슈의 연구들은 최고경 자 및 합병의사 결정에 참여했던 임원들

의 인사∙조직 이슈들에 한 이해 부족으로 기업들이 기 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결론을 도출하 다. 

이상으로 살펴본 인사∙조직적 실증연구들은 다른 연구주제에 비교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이는 기업합병 연구의 방법론적인 한계 때문이다. 연구방법 중 사전-사

후 검증(pre-post test)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연구 샘플의 확보 및 종단적

(longitudinal)연구의 한계로 인해 많은 실증연구들이 방법론상의 문제에서 비판을 받

고 있다. 종단적 연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회고적 방법

(retrospective method)을 이용해 실증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들 연구들은

모두 Huber와 Power(1985)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Huber와 Power

(1985)의 연구는 회고적 방법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실증적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회고적 방법이 자주 쓰이는 경 전략 분야의 연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

한 오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개념적 주장만을 하고 있다. 결국 보다 높은 타당성

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방법론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이 분야의 연구

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IV. 추가로 연구해야 할 사항

M&A와 관련된 인사∙조직 및 전략이슈들에 한 문헌검토를 통해 앞으로 이루어

져야 할 연구주제를 도출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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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업 M&A에 따른 새로운 기업문화 생성(creating new culture)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간의 M&A에 있어서 상 기업들의 기업문화적합성 및 전략

적 적합성이 높아야 기업의 성과가 높다는 연구에 기초하여 많은 방법론적인 문제에

도 불구하고 인수기업과 인수 상기업간의 문화적합성을 높이려는 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기본 가정들은 인수기업의 문화에 인수 상기업의 문

화가 동조하고, 충격 없이 인수기업의 문화를 받아들이는가의 여부에만 국한되어 왔

다[Weber, 1996; Cartwright & Cooper, 1993; Buono et al., 1985]. 그러나 기업간 혹

은 조직간 문화는 충돌을 하면서 기존의 문화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발생하

기도 한다[Schein, 1985]. 따라서 기업합병 후 나타나는 기업문화는 합병기업의 문화

도 아니고, 피합병기업의 문화도 아닌 전혀 새로운 문화(new culture)가 될 수도 있

다. 따라서 향후의 M&A 기업과 관련된 기업문화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새로운 문화의 생성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적 차이와 전략적 차이에 한 분리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 불일치

[Buono & Bowditch, 1989; Chatterjee et al., 1992]는 M&A와 관련된 부정적 성과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자주 인용되곤 한다. “조직문화는 조직생활의 모든 측면에 스며

들어 있는 것임, 기업에서의 의사결정 형태, 조직의 정책과 절차들, 그리고 조직의 전

략 추구점이다[Buono & Bowditch, 1989]”라는 기존의 견해에 따라, Ramaswamy

(1997)는 인수기업과 인수 상기업간의 전략적 특성 차이는 문화적 차이를 반 하고

있다고 했다. 그후 몇몇 연구들[Ramaswamy, 1997; Rappaport, 1979]에서는 전략적합

성을 문화적 적합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 다. 그러나 같은 기업문화를 갖고

있더라도, 기업이 처한 상황과 산업 특성에 의해 전략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

[Drucker, 1981]을 고려한다면, 문화적 차이와 전략적 차이에 한 분리된 연구가 필

요하다.

셋째, 인사∙조직 관련 변수들과 재무적 결과 변수들간의 명확한 관계에 한 연구

가 이뤄져야 한다. 몇몇 연구들[Ramaswamy, 1997; Weber, 1996; Kusewitt, 1985]에

서는 연구모형의 종속변수로 재무적 성과변수(ROA, ROE, ROI)들을 사용하 으나

이 연구들에서는 독립변수로 사용된 인사∙조직적 요소들과 종속변수로 사용된 재무

적 성과와의 관련성에 한 논리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M&A의 성과 변수 중의 하나인 재무적 성과변수와 인사∙조직 관련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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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결 관계의 논리적 연구가 필요하다.

V. 결 론

역사적으로, 기업인수 및 합병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 학자들 및 실무자들은 기업인

수 및 합병을 계획 및 실시하는 기업 경 자를‘합리적인 의사결정자(rational decision

maker)’로 파악하여, M&A와 관련된 주제에 관한 연구를 항상 선택 관점(choice

perspective)에서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합리적 의사결정자

의 가정에 기초한‘선택 관점’이 아닌, M&A 실행 자체의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요

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과정 관점(process perspective)’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Jemison & Sitkin, 1986]. 이로 인해 M&A의 실행 과정상에서 중요한 향 요소로 작

용하고 있는 전략적, 인사∙조직적 이슈들에 관한 연구들이 자연스럽게 두되기 시

작하 다.

M&A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1980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으며[Walsh,

1989], 연구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이슈는‘기업문화’이다. 1990년 이후 한

국은 IMF 구제금융의 향, 정부의 M&A 활성화 지원정책, 기업내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한 자구책 모색 등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 M&A의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한국 기

업들(특히 재벌)은 독특하고 강한 기업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 M&A시 기업

문화에 한 충격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충격을 줄이

고 합병 후 시너지효과를 통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충돌에 한 연구가

보다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M&A의 수행을 위한 인사∙조직적 연

구들이 공통적으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M&A 수행 과정상에서 기업내의

인적자원에 한 경 자의 관심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성공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그 동안 학자 및 실무자들에게서 관심을 받지 못하여 왔던 M&A 수행상의 전

략적, 인사∙조직적 이슈들이 기업 M&A의 핵심적인 성공/실패 요소로서 받아들여

지고, 이에 한 심도 깊은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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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Success/Failure Factors in M&A Process:
Strategic and Human Resource Approach

Won-Woo Park*

ABSTRACT

People are getting more skeptical about the effect of M&A as the statistic shows that more

than half of the companies fail after M&A. Critical factors for their failure are being

researched as HR or cultural issues rather than often-emphasized legal, tax, or financial

issues. Thus, HR or cultural due diligence is being emphasized more and more for a

successful M&A management. Namely, recent researches on M&A focus more on the

process perspective than on the choice perspective. Therefore, as a review paper on the

success and failure of M&A, this paper first reviews the foregoing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and HR approaches, then, with the summary of the limitation of the

foregoing studies, this paper makes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Keywords: M&A, HR due diligence, cultural due diligence, choice and proces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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