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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1)

인수합병은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업은 인수합병을(King et al., 2008).

통해 시장파워 증대 진입장벽(market power) , (barriers

의 극복 내부시장의 효율성 달성 비효율적to entry) , ,

관리의 대체를 통한 가치 창출 등을 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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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에 따라 재무 전(Uhlenbruck et al., 2006). ,

략 경제 그리고 정보시스템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

연구 분야에서 인수합병의 성과와 관련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들은 인수합병.

이 기업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실증하는데 실패

하였다 심지어 인수합병(Barkema & Schijven, 2008).

이 기업성과를 감소시키는 결론에 도달한 연구도 있

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인수합병 프리미엄. (takeover

통합비용 경영상의 오만premium), (integration costs),

경영자 개인의 사적 관심 추구 등(managerial hubris),

이 거론되어 왔다 (Hayward & Hambrick, 1997).

인수합병에 있어 지식자원 간 상호보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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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존 연구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

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지식준거이론. ,

에 근거하여 인수합병이 기(knowledge based theory)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는 주

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지식준거이론에 근거한 기존.

연구는 기업은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지식자원 폭

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기업성과를 개선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Uhlenbruck et al., 2006).

러한 연구결과는 크게 지식자원의 유사성과 비i) ii)

유사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식자원의 유사성 관점이란(Harrison et al., 1991). ,

기업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원과 유사한 지

식자원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효율성 측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관점

이다 반면 지식자원의 비유사성 관점이란 기업은 자. ,

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원과 유사한 자원보다는

상이한 지식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dissimilar)

인수합병 함으로써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관점을 의미한다 (Harrison et al., 1991).

지식자원의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에 근거한 인수합

병 관련 기존 연구는 기업성과 향상을 위해 어떤 인

수합병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

로써 경영자들의 인수합병 전략수립에 일정 정도 기

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유사성과 비유사성에.

기반한 기존 인수합병 연구는 경제의 동일성

이라는 지식자원의 유사성(economies of sameness)

측면만을 고려함으로써 지식자원 조합 잠재력

이라는 상호보완성 측면을 전(combination potential)

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지식자원의 관계성이 자원의 유(Makri et al., 2010).

사성 즉 지식베이스의 중복( , (overlapping knowledge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성 지식베이스의 시너지base)) (

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synerging knowledge base))

개별 지식자원 간의 상호작용 및 이의 효과가 기업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었다 결과적.

으로 실제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

은 인수합병이 단순히 지식자원이 유사한가 또는 유

사하지 않은가 보다는 획득하고자 하는 지식자원 간

의 상호작용이 기업성과 향상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이

를 고려하지 못하는 치명적 약점을 태생적으로 내재

하고 있었다 (King et al., 2008).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지식준거이론에 근거한 지식자원의 관계성

과 상호보완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지식준거이론에.

근거한 지식자원 간의 관계성 은 인수합(relatedness)

병 시 왜 지식자원 간의 관계성이 주요 결정요인이

되는 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준다 또한 상호.

보완이론 은 개별 지식자원(complementarity theory)

간의 상호작용과 이러한 상호작용이 기업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론,

적 기반을 제공해준다 상호보완이론은 개체 간 상호. “

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가 개별 개체가 갖고 있

는 가치의 단순합보다 크다 라는 시너지효과로 개념”

화 할 수 있다 이는 기(Massini & Pettigrew, 2003).

업이 다양한 변수들 본 연구에서는 인수합병 시 고(

려되는 지식자원들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더 나은)

기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상호보완이론을 기반으로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

인수합병 시 지식자원 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파악하

고 이러한 패턴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

인 관점 에서 파악하고자 한다(holistic perspective)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전

자상거래 산업에 있어 인수합병 현상에 중점을 두고

자 한다 첫째 기존 산업과 다른 전자상거래 산업이. ,

갖는 주요 특성으로 인해 인수합병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산업은 변화의 급격성 네트워. i) , ii)

크 외부성 거래의 가상성(network externalities), iii)

재화로서의 정보(virtual nature of transactions), iv)

라는 뚜렷한 특징을 갖는다(information as a good)

전자상거래 산업의 급격한(Uhlenbruck et al., 2006).

변화는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고 환경 변화에 적절하

게 적응할 수 있는 기업 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따.

라서 전자상거래 산업에 속한 기업은 경쟁우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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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지식과 역량을 빠르게 획득

하고 활용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빈번히 활용하고 있

다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산업에 있.

어 기업의 고객층 은 현재 혹은 잠재(customer base)

적인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

요하다 기업은 시장점유율과 고객층 확대를 위해 인.

수합병을 자주 활용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대면접촉.

이 아닌 인터넷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

객과의 신뢰와 고객 충성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기업은 신뢰나 충성도와 같은 무형자원 (intangible

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빈번히 활용한resource)

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산업의 거래제품인 정보재.

는 초기생산 비용은 높으나 재생산 비용은 매우 저렴

하기 때문에 정보의 교환을 위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매우 크다 기업은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

해 인수합병을 자주 활용한다.

그러나 거래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표준화로 인해

전자상거래 산업에 속한 기업은 다른 기업과 차별화

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경쟁우위의 기반이 되는 기업의(Porter, 2001).

비즈니스 모델이 전자상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해 매우

투명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모방가능성이 매우 높

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Amit & Zott, 2001).

움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산업에 속한 기업은 인수합

병 대상 기업을 확보하기가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에

비해 더욱 어렵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산업의 인수합.

병에 있어 지식자원의 상호보완성의 확보는 더욱 중

요하다.

둘째 전자상거래 기업과의 인수합병은 전통 산업,

에 속한 기업의 운영역량 을 향(operational capabilities)

상시킴으로써 기업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통산업의 연구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Levinthal

셋째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터넷& Siggelkow, 2001). ,

기술의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

자상거래 산업에 속한 기업 역시 경쟁 우위의 확보를

위해 빈번한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전자상거래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Amit

마지막으로 전자상거& Zott, 2001; Park et al., 2004).

래 산업에 속한 기업의 인수합병의 이해가 매우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지식자원이 관계성이 인수합병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론적 배경.Ⅱ
지식준거이론과 지식자원관계성1.
(Knowledge Resource Relatedness)
지식준거이론은 인수합병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 관계 파악을 위한 대표적인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

고 있다 이 이론은 전략경영. (strategy management)

이나 조직 설계 등의 연구 분(organizational design)

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론으로서 자원준거이론

을 확대 발전시키면서 제안되(resource based theory)

었다 자원준거이론의 핵심은 기업은 가치. (valuable)

있고 드물며 모방불가능 하고 대, (rare), (inimitable) ,

체할 수 없는 자원이나 역량을 보(non-substitutable)

유함으로써 경쟁우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Barney,

자원준거이론은 기업의 다양한 행위를 설명하1991).

기 위해 폭넓게 활용되어 왔으며 널리 인정되고 있다

김병수 등 그러나 이 이론은 기업 경쟁우위( , 2010).

확보에 가장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을 다른 일반

자원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Grant,

즉 기업에게 경쟁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치1996). ,

있고 진귀한 자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Bogner & Bansal, 2007).

준거이론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지식준거이론에 따르면 지식자원이란 자원준거이론

에서 언급한 자원 가운데 기업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

는 핵심자원으로서의 지식을 의미한다 (Tiwana &

자원준거이론은 핵심자원으로서의 지식Bush,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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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핵심 가정에 기반하고 있

다 기업의 핵심 기능은 지식을 창조 통합 활용하: i) , ,

는 것이며 지속가능한 경쟁우위와 기업성과는 다, ii)

양한 분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자원의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지식준거이(Grant, 1996).

론에 따르면 경영자는 기업의 독특한 지식을 개발하

고 이를 기반으로 핵심 능력 이나 역량(competencies)

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업성(capabilities)

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때(Leonard-Barton, 1995).

핵심자원으로서의 지식은 조직문화 정책 루틴 문서, , , ,

시스템 종업원과 같은 다양한 개체를 통하여 내재화,

된다 (Alavi & Leidner, 2001).

지식준거이론을 바탕으로 기업성과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지식자원은 무엇이고 이들 지식자원 간의

관계성 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매우(relatedness)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원의 관계성이란.

기업 내 비즈니스 단위 간 또는 기업 간의(units)

행위 또는 공유된 자원의 유사성 정도 를 의미한다“ ”

과(Davis & Thomas, 1993). Larsson Finkelstein

은 자원의 유사성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1999)

능력을 자원 관계성 정의에 추가하였다 이러한 정의.

에 근거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자원의 특정 기능에 초

점을 두고 상품관계성 제조관계성 기술관계성 연구, , ,

개발관계성 등 다양한 관계성 유형들이 제안되어 왔

다 예를 들(Capron & Hulland, 1999; Rumelt, 1974).

면 는 지식자원 관계성을 제품, Sapienza et al. (2004)

관계성 기술관계성 마케팅관계성으로 분류하였으며, , ,

은 시장관계성 기술관계성 인적D’Aveni et al. (2004) , ,

자원 관계성으로 와 은 시장관, Neffke Henning (2013)

계성 기술관계성 스킬관계성으로 분류하였다, , .

와 은 이러한 기존 관Tanriverdi Venkatraman (2005)

계성 지표를 통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품

지식 관계성 고객(product knowledge relatedness),

지식 관계성 그리(customer knowledge relatedness),

고 관리지식 관계성 (managerial knowledge related -

의 세 가지 지식자원 관계성을 제시하였다 첫째ness) . ,

기존의 상품관계성 기술관계성 연구개발관계성 등은, ,

제품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되

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품지식 관계성으로 정의하였

다 둘째 시장관계성과 광고관계성은 상이한 시장에. ,

존재하고 있는 고객을 서비스하기 위한 자원이며 이

를 간의 상호보완관계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 때

문에 이를 고객지식 관계성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

로 기업의 관리 프로세스 또는 논리 에 녹아있(logic)

는 지식으로부터 시너지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지식 관계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들은 인적자.

원이나 스킬관계성은 세 가지 지식자원 가운데 두 가

지 이상의 지식자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

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지식자원 간.

의 시너지 즉 상호보완 관계에 초점을 둔 분류이며,

다양한 기존 관계성 지표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매우 적합하다 나아가 위의 세 가.

지 지식자원은 기업성과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Rumelt, 1974).

는 이를 기반으로 지식자원 관계성을 제품지식 고객,

지식 관리지식 관계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본, .

연구에서 지식자원 관계성이란 인수기업과 피인수기

업 간의 공통된 지식자원과 이들의 시너지 창출을 위

한 조합잠재력의 정도로 정의한다.

지식자원과 인수합병 유사성과 비유사성2. :
지식준거이론이 전략 연구의 주요 이론으로 인정

됨에 따라 인수합병 기업 간 지식자원의 유사성과 비

유사성 이슈는 좀 더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다 지식준.

거이론에 따르면 인수합병은 불완전한 시장

에서 전략 자원의 묶음 을(imperfect market) (bundle)

구매하는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Harrison et al.,

따라서 기존 인수합병 관련 주요 이슈는 인수1991).

합병을 통해 유사한 자원을 구매할 것인가 아니면 유

사하지 않은 자원을 구매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

다 지식준거이론의 도입에 따라 인수합병이 기업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

만 여전히 유사성과 비유사성 이슈는 해결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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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면 몇 몇 연구는 유사한 자원을 보유하. ,

고 있는 기업 간 인수합병이 보다 높은 기업성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반면 몇 몇 연구(Singh, 1990)

는 비유사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간 인수합병

이 보다 높은 기업성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Chatterjee & Wernerfelt, 1991).

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지식. ,

준거이론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 시에 고려해

야 할 주요 지식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여

전히 모호하다 어떤 연구는 제품지식과 마케팅지식에.

따라 자원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구분하는 (Hitt et

반면 다른 연구는 기술지식이나 관리지식에al., 1998)

따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Harrison et al., 1991).

인수합병 시 고려해야 할 자원을 포괄할 수 있는 이

론적으로 확고하고 실증적으로 분석 가능한 분류기준

의 개발이 절실하다 둘째 기존 인수합병 연구는 개. ,

별 지식자원 간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이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지식자원이(Uhlenbruck et al., 2006).

인수합병 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다른 지

식자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매

우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유사성(King et al., 2008). ,

과 비유사성 이슈 자체가 인수합병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을 깊이 고려해 볼 때 지(Grinyer et al., 1980) ,

식자원 간의 상호작용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인수합병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인수합병 연구에서 시너지 개념의,

분석을 위해 몇 몇 분석 기법들이 소개되어 왔으나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점으로 인해 지식자원들 간의,

시너지 파악을 위해 활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론 측면에서 보면 기존 연구들이 지식자원 간 시너,

지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화

관점을 취함으로써 지식자원과 인수합(reductionistic)

병을 통한 기업성과 간의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King et al., 2008; Tanriverdi &

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시너지Venkatraman, 2005). ,

측정을 위해 활용되는 동심원적 지표 (concentric in -

엔트로피 지dex) (Montgomery & Hariharan, 1991),

표 등은 모두(entropy index) (Harrison et al., 1991)

표준산업분류 를 기(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준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지식자원 간 상호보완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적 검정 방법론이라 하기가 매우

어렵다 (Choi et al., 2008).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 지식준거,

이론과 지식자원 관계성 (knowledge resource relat-

을 기반으로 인수합병 시 고려해야 할 지식자edness)

원을 분류하고자 한다 둘째 상호보완이론을 기반으. ,

로 지식자원 간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상호보완

관계가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견고한 분석 방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robust) .

인수합병과 성과평가3.
지금까지 인수합병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제안되어 왔다 제갈정웅과 최도성 인수합병( , 2008).

성과를 단순하게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로 구분

한 연구도 있으며 보다 정교하게 인수합병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한 연구도 있었다 (Hutzschenreuter

그러나 인수합병 성과가 다면적인 구성et al., 2012).

개념 으로 어느 하나의 특정요(multifaceted construct)

인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통합

적인 관점에서 인수합병 성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

기되어 왔다 이러한 통합적인 인수합병 성과의 분석.

을 위해 와 는 인수합병 성과를 분Zollo Meier (2008)

석단위 와 시간 축 을(unit of analysis) (time horizon)

기준으로 다섯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들의 연.

구에 따르면 과업수준의 분석단위에서 단기성과로는

통합프로세스 성과 지식이전 시스템전환, , (system

이 있고 장기성과로는 고객유지율과 종업conversion)

원유지율이 있다 인수합병 트랜잭션수준의 분석단위.

에서 단기성과는 이벤트연구 방법론을(event study)

활용한 단기 재무성과가 있고 장기성과로는 비용 감

소와 신제품 출시 등을 포함한 인수합병 자체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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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후 생존율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수준의.

분석단위에서 단기성과로는 트랜잭션 수준과 마찬가

지로 이벤트연구방법론을 활용한 단기 재무성과가 있

고 장기적성과로는 회계적성과 장기재무성과 혁신성, ,

과 시장점유율 변동률이 있다, (Zollo & Meier, 2008,

참조p. 59 ).

본 연구에서는 인수합병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이유로 이벤트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인수

합병 공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수기업의 누적비정상수

익률 을 활용하고자 한(cumulative abnormal return)

다 첫째 이벤트연구방법론 기반 누적비정상수익률을. ,

통한 인수합병 성과측정 방식은 인수합병 성과를 측

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론이다 예를 들.

면 와 의 인수합병 성과 분석에 포, Zollo Meier (2008)

함된 기존 연구 가운데 가 이벤트연구방법론을41%

활용하고 있다 둘째 누적비정상수익률을 통한 인수. ,

합병 성과측정은 트랜잭션수준 및 기업수준에서 인수

합병 성과를 측정 가능하게 한다 이는 특정 분석단위.

에 한정된 다른 방식에 비해 인수합병 성과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벤트 윈.

도우 를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기간(event window)

의 걸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단기적인 평가에 한정

되는 한계점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종현 등 마지막으로 누적비정상수익률을( , 2012). ,

통한 인수합병 성과평가는 인수합병으로 인해 발생하

는 현재 및 미래 기업성과를 시장투자자의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Subramani & Walden, 2001).

상호보완성 및4. (Complementarity)
상호대체성 이론(Substitutability)
상호보완성에 대한 개념은 에 의Edgeworth (1881)

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대 제조업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과 에 의해 정Milgrom Roberts (1995)

교하게 발전되었다 상호보완성이란 어떤 활동 혹은.

프로세스들의 집합에서 하나의 활동 혹은 프로세스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이 다른 활동 혹은 프로세스들

의 수준을 증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한계 이익

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상태를 의미(marginal return)

한다 동일한 논리로서 어떤 활동 혹은 프로세스들의. ,

집합에서 하나의 활동 혹은 프로세스의 수준을 증대

시키는 것이 다른 활동 혹은 프로세스들의 수준을 증

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한계 이익 의(marginal return)

수준을 감소시키는 상태를 상호대체성

이라고 한다(substitutability) (Lokshin et al., 2004).

미분가능한 프레임웍 하에서 상호보완성은 어떤,

수익함수 에 대한 양혼합 편미분(payoff function)

에 해당한다(positive mixed partial derivatives)

(Massini & Pettigrew, 2003; Milgrom & Roberts,

그러나 수익함수에 대한 오목성 또1995). (concavity)

는 분할가능성 과 같은 기본가정은 매우(divisibility)

강력하여 현실 문제 해결을 저해하는 주요 제약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 는 수익함수에 대한 기본가Milgrom Roberts (1995)

정 없이 격자이론 (lattice theory)1 )과 슈퍼모률레러티

(supermodularity)2 ) 개념을 활용하여 상호보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을 개발하였다 예시를 위.

해 제품지식 관계성 혹은 고객지식 관계성과 같은 두,

개의 지식자원 관계성 와 를 가정해보자 각각의x y .

지식자원 관계성은 높을 수도 있고 높음 혹은(x= y=

높음 낮을 수도 있다 낮음 혹은 낮음 이 둘의) (x= y= ).

결합성과 함수 는(joint performance function) (x,y)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슈퍼모듈라라고 하며

이때 지식자원 와 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1) 격자 라 함은 집합 의 모든 원소 에 대해 부분순서(X, ) X x, y≥

를 갖는 집합 를 말한다 이때 집합 는 부분순서(partial order) X . X≥

의 원소 중 보다는 큰 원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원소와x, y x, y

보다는 작은 원소들 가운데 가장 큰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 만일 조인 라고 읽는다가 와 보다 큰 가장 작x y (x (join) y ) x y∨

은 원소를 의미하고 미트 라고 읽는다 와 보다 가x y (x (meet) y ) x y∧

장 큰 원소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집합 에 속한 모든 가 다음, X x, y

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함수 를 슈퍼f(x)-f(x y) f(x y)-f(y) f∧ ≤ ∨

모듈라라고 하며 이의 구성요소들은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Massini & Pettigrew, 2003; Milgrom & Robert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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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이론과 슈퍼모듈레러티에 기반한 상호보완성은

시너지 또는 적합 의 개념을 이해할 수(synergy) (fit)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개념적 측(Porter, 1996).

면에서 조직 구조나 정보기술과 같은 조직설계 변수,

의 체계적인 특징을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새로운 조직변수를 도입함에 있어 상호보완 관

계의 고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경(Stieglitz & Heine, 2007). ,

제 진화론자 에 의해 비판(evolutionary economists)

받고 있는 오목성 또는 분할가능성과 같은 가정 없이

상호보완관계를 규명할 수 있게 해준다 (Laursen &

Foss, 2003).

이론적 연구모형.Ⅲ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포함된 인수합병에

있어 지식자원 간의 상호보완관계가 기업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전자상거.

래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포함된 인수합병의 특

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의 정Park et al. (2004)

의에 따라 오직 인터넷을 통해서만 제품이나 서비스

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제품지식 상호보완성과 인수합병성과1.
지식자원은 상호보완성은 인수합병에 참여하고 있

는 기업들의 생산라인 간의 내부적 기술역량

에 따라 결정된다(technical capability) (Tanriverdi &

인터넷 기반의 현 경영환경 하Venkatraman, 2005).

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기술적

조직적 변화의 슬기롭게 대처해야만 하기 때문에 개

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기술역량만으로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Amit & Zott, 2001).

산업에 있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하우의 습득과 기술적 역량의 개발이 그 어느 때보

다도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를(Ranft & Lord, 2002).

위해 많은 기업이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Perry & Bodkin, 2002).

연구개발은 새로운 기술역량 전자상거래의 경우 정(

교한 기능을 지원하는 새로운 웹사이트의 개발의 개)

발에 가장 근원이 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

로의존 또는 핵심경직성(path dependence) (core ri-

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업 경영환경gidities)

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역량을 매번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

서 이미 핵심이 되는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을 인수합병 함으로써 기업은 내적 기술역량을 증진

시킬 수 있다 (Karim & Mitchell, 2000).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인수하는 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제품지식 간의 상호보완성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있

다 제품지식의 상호보완성에 기반한 인수합병은 기업.

의 효과성과 효율성 모두를 증진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수기업이 제품디자인 인터페이스 또는 제조, , ,

공정에 있어 상호보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범

위의 경제 를 달성할 수 있기 때(scope of economics)

문이다 상호보완적인(Markides & Williamson, 1994).

제품지식의 활용은 기술개발비 제조원가 등을 감소시,

키고 신상품 개발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기회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베이(Meyer & Lehnerd, 1997). , (eBay)

는 년 인터넷 기반 지불결제 회사인 페이팔2002

을 인수합병 함으로써 낙찰된 경매의 에(PayPal) 25%

해당하는 거래 당사자 간의 지불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고 있다 즉 이베이는 새로운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

해 운영비용을 극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효율성을 극

대화할 수 있었다 나아가 제품지식의 상호보완성에.

기반한 인수합병은 해당 인수합병에 관련된 기업들

간의 혁신을 증진시킴으로써 기업의 효과성을 향상시

킬 수 있다 제품지식이 상호보완적일 경우 피인수기.

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는 인수기업의 제품지식 개발에

도 영향을 미쳐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상품 또는 서

비스를 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 , ) ( , ) ( , ) ( , )x y x y x y x yπ π π π− ≥ −
높음 높음 낮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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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ides & Williamson, 1994; Tanriverdi &

따라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Venkatraman, 2005).

간의 제품지식 상호보완성은 기업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유도

하게 된다.

가설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의 제품지식 상1:

호보완성은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것

이다.

고객지식 상호보완성과 인수합병성과2.
고객지식은 고객의 니즈 선호도 구매행위(needs), ,

의 원인 등을 의미한다 즉 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

를 구매하는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가치를 부여,

하는지 등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Markides &

고객지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Williamson, 1994).

이유로 인해 전자상거래 기업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

다 첫째 인터넷의 네트워크 구(Amit & Zott, 2001). ,

조는 네트워크 외부성 으로 인(network externalities)

해 전자상거래 기업의 고객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네트워크 외부성 또는 수(Shapiro & Varian, 1999).

요중시 경제학 이란 소비행(demand-side economics)

위 자체가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 인기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더욱 더 많은,

고객을 창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베이는 네트워크.

외부성의 가장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베.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자가 늘어날수록 이베이를 통해 새로운 제

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가 늘어나가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산업의 네트워크 외부성 현상으.

로 인해 기존의 고객지식은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Amit & Zott,

둘째 전자상거래 시장의 비2001; Park et al., 2004). ,

인격화 특성으로 인해 신뢰와 고객충성(impersonal)

도와 같은 고객지식이 소비자의 구매를 결정하는 핵

심 역할을 수행한다 더욱이 전자상거래 산업의 경우.

기존 전통산업에 비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초기

비용이 훨씬 높은 반면 한번 획득된 고객지식은 훨씬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고객지식의 중요성은 전통산업

에 비해 더욱 크다.

그러나 고객지식은 비유형적 자원이기 때문에 새롭

게 창출 대체 또는 모방하기가 매우 어렵다, , (Barney,

따라서 이러한 지식자원을 내부에서 자체 창출1988).

하는 것만으로는 인터넷 환경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

기가 매우 곤란하다 특히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

시의 적절한 고객지식의 창출 및 획득이 더 많은 새

로운 고객지식 창출을 유도하는 선순환 관계를 유도

하는 반면 시의적절하지 못한 고객지식의 창출은 새

로운 고객지식의 창출을 가로막는 악순환 관계를 가

져올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고객지식의 획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lfenbein & Lerner, 2001).

인수합병 기업 간의 상호보완적인 고객지식은 인수

합병의 시너지 창출에 매우 중요하다 인수합병을 통.

해 피인수기업의 고객지식을 확보함으로써 인수기업

은 기존에 파악하지 못하거나 갖고 있지 못하던 새로

운 고객 니즈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로 연결된다 특히 두. ,

기업의 고객이 상호보완적인 니즈 선호도 또는 행동, ,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인수기업은 마케팅 전문지식,

브랜드 세일즈 포스 등을 적절하게 재배, (sales force)

치함으로써 고객 확보나 유지를 위한 마케팅이나 광

고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상호보완적인 고객지.

식의 확보를 통해 개별 기업의 시장상황에 특화된 고

객지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는 새로운 고객지식의 분배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인수기업과 피인(Capron & Hulland, 1999).

수기업 간의 고객지식 상호보완성은 기업성과를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유도하게 된다.

가설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의 고객지식 상2:

호보완성은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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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관리지식 상호보완성과 인수합병성과3.
관리지식은 인수합병을 통해 인수기업과 피인수기

업 각자의 관리적 통찰력 경험(managerial insights), ,

베스트 프렉티스 의 확장에 의해 획득(best practices)

되는 지식자원을 의미한다 (Tanriverdi &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은 스스로Venkatraman, 2005).

획득하거나 창출하지 못했던 다양한 관리지식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제품이나.

고객과는 무관하게 다양한 관리적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면 모든 기업은 위험 투자 인수. , (risks), ,

합병 동맹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효과적, .

인 관리지식은 서로 다른 상황 하에서라도 기업이 직

면하게 되는 다양한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한다 한 기업의 효과적인 관리지식은 다른 기업.

의 문제해결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

에 관리지식의 획득은 매우 중요한 기업 자원으로 간

주된다 특히 대다수의 산업 특히 전자상거래 산업. - -

에서 기업의 가치창출에 보다 효과적인 방안은 새로

운 제품이나 시장전략의 개발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관

리지식에 기반한 비즈니스 설계 에(business designs)

있기 때문에 관리지식은 중요성은 매우 높다 할 것이

다 (Rindova & Kotha, 2001).

그러나 앞서 정의에도 나타나 있듯이 관리지식은

기업의 경험이나 통찰력과 같이 기업 내부에 내재되

어 있다 따라서 이를 획득하거나 모방하기가 매우 어.

렵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이 효과적 기업경영을.

위해 다양한 관리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인수

합병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인수합병을 통한 관.

리지식의 획득은 종종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몇 몇 연구자들은 인수합병.

을 통해 획득한 지식이 상호보완적이지 못할 경우 기

업의 오버헤드 를 증가시키고 계획과 통(overheads) ,

제 기제 를 더욱 복잡하게 하며 외부변화에(devices)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킴을 주장하고 있다 (Lorsh &

또한 상호보완적이지 못한 관리지식을Allen, 1973).

보유한 기업 간 인수합병은 피인수기업의 종업원들에

대한 해고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layoffs)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반면에 상호보완적인 관리지식은 인수합병이 이루

어지는 두 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수합병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인수.

기업은 피인수기업의 관리자원을 획득함으로써 그들

이 보유하지 못한 관리지식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상호보완적인 관리지식은 종업원 특히 관리. (

층들의 인수합병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킨다)

종업원들의 경우 인수합병을(Harrison et al., 2001).

통해 그들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법적 소송이나 공개적인 반대 의사표현 등을 통해 인

수합병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감을 표현하게 된다 그.

러나 관리지식이 상호보완적일 경우 관리지식의 중복

이 상당히 해결되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킴으로써 인

수합병을 통한 기업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

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의 관리지식 상호보완성

은 기업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근거하

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유도한다.

가설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의 관리지식 상3:

호보완성은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것

이다.

가지 지식자원 간 상호보완성과4. 3
인수합병성과

개별 지식자원 간의 상호보완성은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준거이론에 따르면 유일한 한 상호보완적(unique)

자원의 결합은 기업가치 창출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기업성과를 향. ,

상시키기 위한 인수합병의 경우 새로운 사업기회 포

착을 위한 탐색 이 궁극적으로 요구되며(exploitation)



최 병 구

104 지식경영연구제 권제 호14 1

이는 지식자원의 상호보완성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전자상거래 기업(Ireland et al., 2001).

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를 창출.

하는 메커니즘은 제품 고객 관리 지식자원의 상호보, ,

완적 관계를 구체화 함으로써 얻어진다는(capitalize)

기본 전제는 산업구분과는 상관없이 유효하기 때문이

다 (Amit & Zott, 2001).

지식자원의 묶음간의 상호보완성은 다양한 방법으

로 인수기업의 성과 향상을 가져온다 첫째 위에서. ,

언급한 각 지식자원 차원은 비용에 있어 서브애딕티-

브 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sub-addictive)

최병구와 이재남 서브애딕티브란 두 개의 이( , 2011). -

상의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각각의 변수를 개별

적으로 고려할 때보다 더 작은 노력이 요구되는 관계

를 의미한다 지식자원과 관련된 비용차원에서 이를.

해석해보면 제품지식 고객지식 관리지식의 획득 및, ,

창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이들 지

식자원의 차원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더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신상품 개발에. ,

소요되는 비용 마케팅과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 기업, ,

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것 보

다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더 적은 비용이 요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둘째 지식자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이들을 개,

별적으로 고려하는 상황과 비교할 때 보다 높은 슈퍼-

애딕티브 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있(super-addictive)

다 달리 말하면 이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경우 기업.

성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때 슈퍼애(Tanriverdi & Venkatraman, 2005). -

딕티브란 두 개의 이상의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이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비해 보다 높은 성

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의미한다 (Harrison et al.,

기업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관리지식과 제품지2001).

식 또는 관리지식과 고객지식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관리지식은 새로운. ,

제품지식이나 고객지식의 창출 및 획득을 촉진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Rumelt, 1974).

기업은 기존의 관리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사업에는 적극적인 반면 기존의 관리지식과 상호

보완적이지 않은 사업에는 매우 소극적인 것이 사실

이다 예를 들면 석유 채취 기업이 에(Chang, 1996). ,

너지나 천연자원 채취 사업에 뛰어들 경우 비록 제품

지식과 고객지식은 상호보완적이라 하더라도 이들 지

식자원이 관리지식과 상호보완적이지 않다면 기업성

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oold &

즉 다른 지식자원과 관리지식의 관계가Luchs, 1993). ,

상호보완적이지 않은 상태가 제품지식과 고객지식 간

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압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식자원이 상호보완적일 경우 경쟁기,

업이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지식자원의 집합을 모방하

거나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다 즉 상호(Porter, 1996). ,

보완적인 지식자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너지의 경우

자원의 유사성이나 비유사성에 의해 발생하는 시너지

보다 모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성과 향상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인수기업과 피인.

수기업 간의 제품지식 고객지식 관리지식 간의 상호, ,

보완성은 기업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의 제품지식 고4: ,

객지식 관리지식 간의 상호보완성은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다.

연구방법.Ⅳ
자료수집1.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년 월 일부터 년2001 1 1 2007

월 사이에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가운데 인수12 31

합병을 시도한 상장기업으로 한정하였다 년 이전. 2001

의 자료는 버블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dot.com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년 이후의 자료는2007

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2008

로 인해 자료의 왜곡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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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였다 인수합병 자료는 톰슨재무증권자료.

의 인수합병 데이(Thomson Financial Securities Data)

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수집하였다 전자상거래 기업이.

포함된 인수합병 공고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블룸버

그 전자상거래 인덱스 (Bloomberg E-commerce in -

다우존스 인터넷 상거래 인덱스dexes), (Dow Jones

인터넷 세계 대Internet Commerce (DJIC) index), 50

기업 인터넷 종속(Internet World Top 50),

기업 리스트(Internet-Dependenct) (Kamssu et al.,

에 포함된 기업 가운데 해당 기간 인수합병 데2003)

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공고를 선정하였다 또한 웹 인. ,

터넷 전자상거래 온라인 닷컴 등을 포함하는 총, , ,

개 인수합병 공고를 수집하였다 표 참조1925 (< 1> ).

표 자료수집 및 필터링 프로세스< 1>

차 분석에서는 개 공고 가운데 인수기업이나2 1925

피인수기업 중 하나라도 전자상거래 기업이 아닌 671

개 공고를 제외하였으며 차 분석에서는 인수기업이3

나 피인수기업 가운데 하나라도 나스닥 아메리카 증,

권거래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한 개 공고를 제외하였다 차 분석에서는 지1012 . 4

식자원 측정을 위한 재무자료가 불충분한 개의 공138

고를 제외하였으며 마지막 분석에서는 인수합병 공고

일을 기준으로 이틀 전과 이틀 후의 기간 내에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공고 예 실적발표( ,

배당 자회사 매각(earning), (dividends), (divestiture),

경영층 교체 신상품 발매가 있는 개 공고를 제외, ) 21

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는 개의 인수합병 공고. 83

가 활용되었다.

인수합병성과 측정2.
인수합병성과는 인수공고에 대한 인수기업의 비정상

수익률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측정 위해 공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의 인수기업의 주가수익률을 추정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당 주식의 주가수익률과 시장.

수익률을 활용한 시장모형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시장모형은 어떤 주식의 수익률을 종속변수 Ri,t로 하

고 시장을 대표하는 시장지수 수익률을 독립변수, Rm,t

로 하여 다음과 같은 단순회귀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i t i i m t i tR Rα β ε= + + (1)

이때, Ri,t 일 주식 의 수익률= t i

Rm,t 일 시장 포트폴리오 의 수= t (market portfolio)

익률

위 식의 수직축 절편= , Rm이 일 때0 Ri의,

수익률

증권 의 베타계수로서 위 식의 기울기를= i

나타내는 상수

오차항=

본 연구에서 시장수익률은 와 를 활용S&P 500 DJIC

하여 측정하였다 추정기간 은. (estimation period) 250

일을 이벤트 윈도우는 일부터 일까지의 일 공, 2 +2 5 (–

고당일 이를 기준으로 이틀 전 이틀 후 포함을 사, , )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추정기간과 이벤트 윈.

도우는 많은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

회귀식 에서 얻어진 계수 추정치를 활용하여 기(1)

간 의 수익률을 예측하였다 기간 에서의t = [-2,+2] . t

인수합병 자료 수집 및 필터링 프

로세스

샘플수

절차 내용 제거
샘플
수

잔류
샘플
수

1 키워드 서치 웹 인터넷 전( , ,
자상거래 온라인 닷컴, , )
다우존스 인터넷 상거래 기
업 인터넷 세계 대 기업, 50 ,
인터넷 종속 기업

1925

2 인수기업이나 피인수기업 중
하나라도 전자상거래 기업이
아닌 공고

671 1254

3 인수기업이나 피인수기업 가
운데 하나라도 나스닥 아메,
리카 증권거래소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
관련 공고

1012 242

4 재무자료가 불충분한 공고 138 104

5 기업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
이한 공고를 포함한 공고

21 83

iβ

,i t
ε

i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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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에 대한 비정상수익률은 와i McWilliams Siegel

의 정의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1997) .

(2)

이때 와 는 회귀식 을 활용하여 얻(1)

어진 추정치이다 비정상수익률은 기업공고.

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투자자(announcement)

들의 반응에 따라 이벤트 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 의i

시장가치 변화에 대한 불편추정치 (unbiased esti-

이다 비정상수익률에 대한 표준오차mate) . (standard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errors) (Subramani &

Walden, 2001).

(3)

이때 추정 윈도우 구성 기간 에 대

한 시장 모형 추정치로부터 발생한

오차항의 분산

추정 윈도우 구성 기간에 대

한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평균

추정 윈도우 구성기간

표준화된 비정상수익률을 누적함으로써 개별 기업

의 누적비정상수익률을 도출할 수 있다.

지식자원 유형 측정3.
제품지식은 연구개발 집중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즉 연구개발 집중도는 해당 인수합병 공고가 나기 전,

회계연도의 연구개발 비용을 순수익 으(net revenue)

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연구개발은 제품과.

서비스 개발 모두를 포함한다 고객지식의 경우 판매.

및 마케팅 집중도 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intensity) .

즉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을 순수익으로 나눈 값을 활,

용하여 판매 및 마케팅 집중도를 계산하였다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은 기업의 판매 및 마케팅 지식과 노하우

브랜드 차별화 능력과 매우 밀접한 관(Reuer, 2001),

련이 있다 따라서 판매 및 마케팅(Langlois, 2003).

비용은 고객의 니즈 를 파악하고 충족시켜 고(needs)

객층을 확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Day,

이는 결과적으로 고객지식의 수준과 밀접한 관1994),

련이 있다 관리지식의 경우 관리집중도.

를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즉(administrative intensity) . ,

관리비용을 순수익으로 나눈 값을 활용하여 관리집중

도를 계산하였다 관리비용과 같은 기업의 지출패턴.

은 기업의 독특한 관리지식을 나(spending patterns)

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다(Hitt & Ireland, 1985).

른 형태의 지출패턴은 기업이 다른 환경에 속해 있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행위와 결과를 연결하는 시스

템 즉 역량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D'Aveni et

따라서 관리집중도의 활용을 통해 인수기al., 2004).

업으로부터 피인수기업으로 또는 피인수기업으로부터,

인수기업으로의 관리지식자원의 이전 가능성을 파악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의

관리지식 상호보완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식자원을 측정하는데 널리 활용되

고 있다 (D'Aveni et al., 2004; Harrison et al., 2001).

예를 들면 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King et al. (2008)

포함한 연구개발집중기업 을 대(R&D intensive firms)

상으로 지식자원 간의 상호보완성이 인수합병 성과에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기술 지식자원과 마

케팅 지식자원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개발집중도와 마

케팅집중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지식자.

원 집중도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간 회계보고서 (annual fi-

를 기반으로 측정하였다nancial reports) .

본 연구에서 지식자원은 연속형 변수의 형태로 측

정되었으나 이를 이산형 변수의 형태로 변형하여 활

용하고자 한다 비록 연속형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추.

정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연속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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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활용하게 되면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이나 자유도의 손실과 같은 중대(degree of freedom)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Mazzanti et al., 2006).

산형 변수의 활용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과 에 따르면 이산형 변수. Mohnen Roller (2005) ,

를 활용함으로써 조직구조나 정부정책과 같은 복잡한

구조를 보다 간명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시너지나 시

스템효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속형 변수.

로 측정된 개별 지식자원을 이산형 변수로 변형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중위수

기반 변형법을 활용하였다(median) (Irwin &

McClelland, 2003).

마지막으로 세 개의 지식자원 간 상호보완성을 동

시에 고려하기 위해 먼저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

의 지식자원 집중도 간의 차에 대한 절대값을 측정하

고 이를 해당 지식자원의 관계성으로 활용하였다 이.

러한 방식은 기존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다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 세(Hitt & Ireland, 1985).

가지 지식자원 관계성을 개별 지식자원과 동일한 방

식으로 이산형 변수로 변형한 후 이를 기반으로 지식

자원 간 상호보완성을 검정하였다.

지식자원 간 상호보완성 검정 방법4.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자원 간의 상호보완성이 인

수합병을 통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인수합병 기업 간 개. i)

별 지식자원 제품지식 고객지식 관리지식의 상호보( , , )

완성 검증과 가지 지식자원 들 동시에 고려할 때ii) 3

이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보완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

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함수를 기반으로 슈퍼.

모듈레러티 를 활용하여 지식자원(supermodularity)

간의 상호작용이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상관관계에 의한 방식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

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상관관계에(Arora, 1996).

의한 방식은 잔차들 간의 추정된 상관관계가 생략된

외생변수나 혹은 측정오류 에(measurement errors)

기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호보완성을 검

정하는 최종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즉 지식자원. ,

변수들 간에 신뢰할만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지식자원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인수합병 성과를 증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Lokshin et

반면 생산함수를 기반으로 슈퍼모듈레러티al., 2004).

를 활용한 방식은 생산함수를 바탕(supermodularity)

으로 교호작용 을 포함한 다양한 독(interaction effect)

립변수를 생산성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교호작용의 계수 를 상호보완, (coefficients)

성 모수 의 추정치로 간주하여 검정하는(parameters)

방식으로 상관관계 방식(Laursen & Mahnke, 2001),

과는 달리 상호보완성에 대한 통계적 최종 해답을 제

시한다 따라서 최근의 상호보완성 검정과 관련된 실.

증 연구에서 이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예( ,

Cassiman & Veugelers, 2006).

정의4.1
개별 지식자원 간의 상호보완성 검정은 가지 지식3

자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의 가장 복잡한 예이기

때문에 가지 지식자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를 중3

심으로 설명한다 기업은 가지 지식자원 간의 벡터. 3 ,

제품지식 고객지식 관리지식의 상호보완성으=( , , )

로 이루어진 인수합병 성과변수, 를 극대화

하고자 한다 이때 변수. 과 는 함수 f

하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상호보완 관계

로 간주된다:

단 적어도 하나의, 값에 대해 부등식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이때 슈퍼모듈레러티의 정의에 의해 자명하지 않은

부등 제약식의 수는 다음(nontrivial)

와 같다 이때 는 지식자원 유형의 수이며 이다. K i=2

이항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본 연구는( (binary) ).

이기 때문에 개의 자명하지 않은 제약식을 갖K=3 6

게 된다 따라서 두 지식자원 유형 예를 들면 제품. ( ,

x

( )f x

1
x 2

x

1 2 3 1 2 3 1 2 3 1 2 3
( 1, 1, ,..., ) ( , , ,..., ) ( 1, , ,..., ) ( , 1, ,..., )n n n nf x x x x f x x x x f x x x x f x x x x+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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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고객지식 간의 상호보완성 검정을 위한 조건)

은 다음의 가지 부등식에 해당한다2 .

+ ≥ +(1 ,1 , 0 ) (0 , 0 , 0 ) (1 , 0 , 0 ) (0 ,1 , 0 )f f f f

+ ≥ +(1 ,1 ,1) (0 , 0 ,1) (1 , 0 ,1) (0 ,1 ,1)f f f f

동일한 방식으로 제품지식과 관리지식 간의 상호보완

성 검정을 위한 자명하지 않은 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 ≥ +
1 1 1 1

( ,1,1) ( , 0 , 0) ( ,1, 0) ( , , 0 ,1)f x f x f x f x

이때 로 정의된다 둘 이상의 변수간.

의 상호보완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쌍대 (pairwise)

부등식을 검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Topkis, 1978).

다시 말해 모든 쌍대 관계가 상호보완성을 만족하면,

그 목적함수는 슈퍼모듈라이다 따라서 개의 부등. 6

제약식이 만족되어지면 주어진 개의 지식자원 간에3

는 상호보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증모형4.2
본 연구는 인수합병에서 고려되는 개의 지식자원3

유형 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되

는 인수합병성과 함수 를 고려한다 즉 인수합병성과C . ,

는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는.

조절변수 를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control variables) .

로 인수합병성과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지식자원 유형 즉 제품지식 고객지식 관리지식( , , , )

변수 간의 상호보완성을 검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과 가 제시한 프레임웍을 따르기Mohnen Roller (2005)

로 한다 인수합병성과 함수의 추정을 위해 가지 지. 3

식자원 유형 변수 에 기반한 슈퍼모듈레러티를

직접적으로 검증한다 따라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인수합병성과 함수는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6)

이 때 는 인수합병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는

(Capron & Pistre, 2002; Hayward & Hambrick,

인수합병의 발표 로 인해 발생1997) (announcements)

하는 인수기업의 누적비정상수익률 (cumulative ab-

에 의해 측정된 변수로서 인수기업 의normal return) i

인수합병성과를 의미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

연 구 는 로 표현되는 상태 더미변수 (dummy

의 집합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의 상태variables) . 6

더미 변수가 이항 대수에 의해 정의되었다 이러한 상.

태변수의 계수 는 지식자원 간의 상호보완성 검,

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식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

는 기업규모 국가특성과 같은 조절변수, (control vari-

를 의미한다ables) .

분석 결과.Ⅴ
표본 특성1.
본 연구에 포함된 기업을 업종과 규모에 따라 분류

하면 다음 표 와 같다 이때 기업업종은 미국 표< 2> .

준산업 분류코드 의 대분류(standard industry code)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규모는 매출액 (sales revenue)

으로 측정하였다 (Gopalakrishnan & Bierly, 2006).

또한 본 연구의 인수합병 공고를 제품지식 고객지,

식 관리지식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 표 과 같다, < 3>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위수를 기반으로 연속형 변

수를 이산형 변수로 변형한 결과 인수기업과 피인수

기업에 있어 개별 지식자원 유형에 높고 낮은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수가 모두 와 로 동일하게 나타났42 41

다.

개별 지식 유형 간 상호보완성과2.
인수합병성과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 개별 지식자원유형에 따

른 상호보완성을 검정하였다 표 는 방정식 에. < 4> (7)

기반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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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업종과 규모에 따른 표본분류< 2>

업종(a)

규모(b)

표 지식자원 유형 및 성과분포< 3>

업종 기업

SIC 설명 샘플의 자리 세부코드( 2 )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20-39 제조업 (27, 30, 35, 36) 9 5

40-49 교통 통신 전기 가스 및 위생 서비스, , , , (47, 48) 4 3

52-59 도매업 (57, 59) 5 5

60-67 재무 보험 및 부동산업, (60, 62, 64, 67) 2 4

70-89 서비스업 (70, 73, 79, 86, 87, 89) 63 66

합 83 83

규모 매출액 단위( , : million dollar)
기업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미만10 1 5

이상 미만10 ~50 11 30

이상 미만50 ~100 10 21

이상 미만100 ~500 22 22

이상 미만500 ~1000 8 3

이상 미만1000 ~10000 27 2

이상10000 4

합 83 83

최소값 단위( : million dollar)

최대값 단위( : million dollar)

중위수 단위( : million dollar)

8.34

91134

404.5

1.31

2041.87

61.27

지식정도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인수기업

비정상누적

수익률
제품지식 고객지식 관리지식 제품지식 고객지식 관리지식

평균 0.152 0.325 0.156 0.183 0.436 0.225 0.021

중위수 0.132 0.280 0.111 0.142 0.362 0.149 0.007

최저값 0.003 0.018 0.023 0.002 0.014 0.029 -0.164

최고값 0.666 2.709 1.276 0.927 2.161 1.460 0.336

높은 지식자원집중도 42 42 42 42 42 42 N/A



최 병 구

110 지식경영연구제 권제 호14 1

표 제품지식 간의 상호보완성 검정< 4>

주 는 인수기업의 제품지식 집중도 이며 는 피인수기업의 제품지식: x y
집중도를 의미한다 이때 통계량은; *** p<0.01, ** p<0.05, * p<0.1; F
등식제약조건 을 갖는 최소자승법(equality constraints) (Ordinary

을 활용해 구한 값이다Least Square) .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 제품지식 상호보완성에

대한 직접적인 검정결과 유의수준 에 수준에서5%

상호보완성이 있음이 파악되었다 따라서(p=0.025) .

가설 은 채택한다1 .

동일한 방식으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 고객지

식 상호보완성에 대한 직접적인 검정 결과 표(< 5>

참조 상호보완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p=0.85).

따라서 가설 는 기각한다2 .

표 고객지식 간의 상호보완성 검정< 5>

주 는 인수기업의 제품지식 집중도 이며 는 피인수기업의 제품지식: x y

집중도를 의미한다 이때 통계량은; *** p<0.01, ** p<0.05, * p<0.1; F
등식제약조건 을 갖는 최소자승법(equality constraints) (Ordinary

을 활용해 구한 값이다Least Square) .

마지막으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 관리지식 상

호보완성 검정결과는 표 에 나타나 있다 검정 결< 6> .

과 유의수준 에서 상호보완성이 있음이 파악되었10%

다 따라서 가설 는 채택한다(p=0.09). 3 .

표 관리지식 간의 상호보완성 검정< 6>

주 는 인수기업의 제품지식 집중도 이며 는 피인수기업의 제품지식: x y

집중도를 의미한다 이때 통계량은; *** p<0.01, ** p<0.05, * p<0.1; F
등식제약조건 을 갖는 최소자승법(equality constraints) (Ordinary

을 활용해 구한 값이다Least Square) .

가지 지식자원 간 상호보완성과3. 3
인수합병성과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식자원 유형 간의 상호,

보완성 또는 상호대체성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각 쌍( )

대 비교에 대한 개의 부등식 제약조건을(pairwise) 2

동시에 만족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Mohenen

과 가 제시한 방법을 따라 왈드검정Roller (2005) ,

을 실시하였다 표 참조 각 쌍대 비(Wald test) (< 7> ).

교를 통해 상호보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호보완

성뿐 아니라 상호대체성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왜.

냐하면 상호보완성 또는 상호대체성 검정만 하나 만( )

으로는 모든 제약식이 등호 관계인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상호보완성 가설을 기각할 수 없.

는 동시에 상호대체성 가설이 기각되면 상호보완성,

가설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반면 상호보완. ,

성을 기각할 수 없으나 상호대체성 가설이 유보적

인 경우 약한 상호보완성이라 할 수 있(inconclusive)

다 마지막으로 상호보완성과 상호대체성 가설이 동시.

에 채택되면 상호보완성 가설을 기각된 것으로 판단,

한다 (Percival, 2009).

표 가지 유형의 지식자원 유형 간의 상호보< 7> 3

완성 검정

낮은 지식자원집중도 41 41 41 41 41 41 N/A

상호보완성 검정 검정값

( , ) ( , )π π−
high high low high
x y x y

( , ) ( , )π π≥ −
high low low low
x y x y

F(1, 79)
=5.198**,
p=0.02531

상호보완성 검정 검정값

( , ) ( , )π π−
high high low high
x y x y

( , ) ( , )π π≥ −
high low low low
x y x y

F (1, 79)= 0.0348,

p=0.8523

상호보완성 검정 검정값

( , ) ( , )π π−
high high low high
x y x y

( , ) ( , )π π≥ −
high low low low
x y x y

F (1, 79)

=2.757*,

p=0.09679

검정법

지식자원 유형 쌍

제품지식-
고객지식

제품지식-
관리지식

고객지식-
관리지식

상호보완성 1.264 2.665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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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와 의 연구에 따라 유의수준: Kodde Palm (1986) , α 일=0.10
경우 하한값은 이며 상한값은 이다 만일 검정값이 하한값 미1.642 7.094 .
만인 경우 귀무가설은 기각할 수 없으며 상한값을 초과하는 경우 귀무
가설을 기각한다 검정값이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있는 경우 결론을.

유보 한다 많은 연구에서 유의한(inconclusive) . α 값으로 이0.01
나 가 아닌 을 활용함에 따라 본 연구도 이를 활용하였다0.05 0.10 .

유의수준 에 해당하는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0.1

와 이다 만일 검정값이 미만인 경우1.642 7.094 . 1.642

상호보완성 또는 상호대체성 가설을 채택한다 반면( ) .

검정값이 와 사이의 값이 경우 결론을 유0.642 0.7094

보한다 마지막으로 검정값이 초과인 경우 귀무. 7.094

가설을 기각한다 자세한 사항은 와( Kodde Palm

연구 참조 예를 들면 제품지식 유형 및 고객(1986) ). ,

지식 유형 간의 상호보완성 검정값은 로1.264 1.642

미만이므로 상호보완성 가설은 기각할 수 없는 반면

상호대체성 검정값은 로 와 사이 값이2.892 1.642 7.094

므로 상호대체성 가설은 유보한다 따라서 두 지식유.

형 간에는 약한 상호보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은 상호보완성 검정 결과를 기호화한 것이< 8>

다 제품지식 유형 및 고객지식 유형 간에는 상호보완.

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제품지식 및 관리.

지식 그리고 고객지식 및 관리지식 간에는 약한 상호

대체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지 전략 간에. 3

상호보완성이 있기 위해서는 모든 쌍대 간의 관계가

상호보완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설 는 기각한다4 .

표 가지 지식자원 간의 상호보완성 요약< 8> 3

주 유의수준 에서 상호보완성 상호대체성 유보: 10% C: , S: , I: ;

논의 및 함의VI.

논의1.
분석결과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 제품지식 간에

는 상호보완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설 채( 1

택 즉 인수기업의 제품지식 집중도 수준을 증가시). ,

키면 피인수기업의 수준을 증가시켰을 때의 한계이익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반대 역시 성립하

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제품지식에 있어 상호보완. ,

성이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 함으로써 인수기업은 피

인수기업의 기술역량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기업성과

를 증진시킬 수 있다.

분석결과 기대와 달리 가설 는 기각되었다 몇 몇2 .

연구자들은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고객지식이 상

호보완적인 경우 인수기업은 기존에 파악하지 못하거

나 갖고 있지 못하던 새로운 고객지식을 획득함으로

써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결과적

으로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 결과 인(Capron & Hulland, 1999),

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모두가 높은 고객지식을 보유

하는 것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단순히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나 고객 베이스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인수합병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인수합병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지식과 어떻게

부합하는가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

요하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은 제품지식. < 8>

과 고객지식 간에는 상호보완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수합병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고객지식.

자체가 아니라 고객지식과 제품지식 간의 상호보완성

임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가설 은 채택되었다 즉 인수기업과 피3 . ,

인수기업 간의 관리지식이 높은 경우 인수합병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비록 몇.

몇 연구자들은 인수합병을 통한 관리지식의 획득이

기업의 계획과 통제 기제를 보다 복잡하게 함으로써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켜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Lorsh &

검정
상호대체성
검정 2.892 1.298 1.488

지식자원 유형
제품지식 고객지식 관리지식

지식
자원
유형

제품
지식 - C S

고객
지식 C - S

관리
지식 S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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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 관리지식의 획득을 통해 중Allen, 1973),

복적인 관리기제를 감소시키고 인수합병에 대한 종업

원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과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7> < 8> 2

개의 쌍대 관계가 상호보완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기 때문에 가지 지식자원 간의 상호보완성 가설3 4

는 기각되었다 즉 개별 지식자원의 수준을 증가시키. ,

는 것은 나머지 개 지식자원의 인수합병성과에 대한2

한계 이익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인수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의 관리지식과 제

품지식 또는 관리지식과 고객지식 통합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전자상거래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인.

터넷의 등장과 빠른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

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지식과 고(Christensen, 1997).

객지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온 기존의 관리지식을 새

롭게 변형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관리지식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더(Ranft & Lord, 2002).

욱이 인수합병에 있어 효과적인 제품지식과 고객지식

을 새로운 관리지식으로 통합하는 것은 더욱 더 많은

통합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즉 전자(Sirower, 1997). ,

상거래라는 산업 특성과 인수합병을 통한 지식통합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 지식자원을 동시에 고려하는3

것은 인수합병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함의6.2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학문적 의미를 갖는

다 첫째 전자상거래 산업에 있어 인수합병과 기업가. ,

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

하였다 기존연구가 단순히 인수합병 공고에 기반하여.

기업 가치를 파악한 반면 본 연구는 지식자원 유형과

이들의 상호보완성이 갖는 의의를 파악하고 이를 인

수합병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전자상거

래 산업에 속한 기업 간 인수합병의 효과를 새로운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

많은 기존 연구가 지식자원이 인수합병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함에 있어 개별적인 지식자원만을 고려한

반면 본 연구는 이들 간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함으로

써 지식자원 유형 간 상호보완성이 인수합병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 ,

는 생산성 함수에 기반한 상호보완성 검정방식을 도

입함으로써 상호보완성에 대한 명확한 통(definitive)

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두 개 이상의 이산형. ,

변수 간의 상호보완성을 검토함으로써 지식경영 연구

뿐 아니라 인수합병 연구에도 기여하였다 비록 연속.

형 변수가 추정의 정밀성 을 증진시키기는(precision)

하지만 다수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다중공선

성 과 자유도 상실이라는 문제를 내(multicollinearity)

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Mazzanti et al., 2006).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산형 변수를

활용하였다 과 에 의하면 이산. Mohnen Roller (2005) ,

형 변수의 활용은 조직구조나 행정 정책과 같이 복잡

하고 개별적인 개체 간의 상호보완성 분석을 가능하

도록 한다 나아가 두 개 이상의 지식자원 유형을 고.

려함으로써 인수합병에 있어 기업이 보유한 지식자원,

을 다차원적으로 분석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 간 인

수합병의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고 이들 간의

서로 다른 조합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 지를 살펴보

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함의를 갖는다 첫.

째 시장지식만을 고려한 인수합병 공고는 비정상수익,

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 많은.

기업이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나 고객지식의 확대를

위해 인수합병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에 의하면 이러한 형태의 인수합병은 시장의 투자자

에게 큰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비록 인수합병의 목적이 새로운 시장개척이나 혁

신과 같은 것에 있다 할지라도 인수합병을 하고자 하

는 기업은 피인수합병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지식을

파악하고 이들 지식자원 유형 간의 상호보완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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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

째 가지 지식자원 유형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상, 3

호보완성이 없음을 파악하였다 그간 경영자들은 개별.

적인 지식자원의 향상을 위해 피인수기업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인.

수기업은 인수합병 후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 기업경

쟁력을 증대시키는 커녕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였다 예를 들면 제품지식의 향상. ,

을 위해 인수합병을 고려하더라도 관리지식을 고려하

지 않을 경우 본 연구결과와 같이 인수합병성과는 부

정적인 결과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수합.

병에 있어 지식자원의 통합적 고찰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시사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결론VII.
기업 경쟁력 향상의 주요 수단인 인수합병을 기업

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지식자원이 인수합병성과에 영향을.

전체적인 관점 에서 파악하기 위(holistic perspective)

해 본 연구는 상호보완성과 슈퍼모듈레러티 이론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지식자원 유형의 조합패턴이 인

수합병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

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제품지식과 관리지식 정도가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임을 파악할 수 있었

다 반면 가지 지식자원 모두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3

은 인수합병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

하였다 또한 생산성 접근방식. , (productivity ap -

을 고려함으로써 학문적으로 인수합병 및 지proach)

식경영 연구의 지평을 확대 발전시켰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지식자원을. ,

평가함에 있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연간회계보고서

라는 차 자료 를 활용하였기 때문에2 (secondary data)

기업의 지식자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사례연구와 같이 보다 심층적인 방법으로 지

식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인수합병 가치와 연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집중도를 활용한 지식자원의. ,

측정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면 연구개. ,

발비용의 측정에 있어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보

다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제조업에 속한 기업과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 간의 인수합병 시에는 지식자

원 간의 상호보완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

집중도 이외에도 지식자원의 수준을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둘째 효율적 시장가설에 근거한 누적비정. ,

상수익률로 인수합병성과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인수

합병성과 측정의 정확도가 충분하지 못했을 수 있다.

비록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 인수합병

성과를 측정하기는 하지만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합

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수합병성과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박순홍과 신현한 셋째( , 2010). ,

인수합병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규모 거래제품, /

서비스 유형 연령 인수합병 투자규모 등과 같은 변, ,

수를 통제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

를 통제함으로써 지식자원 유형의 상호보완성이 인수

합병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본수의 한계로 인해 결과.

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전자상거.

래 기업을 매우 엄격하게 정의하고 상장기업으로 한

정한 결과 충분한 수의 표본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을 포함하고 표본 선정기간을 확

대하여 표본 수를 증대시킴으로써 결과의 일반화 가

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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