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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렦 다각화와 비관렦 다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의 다각화 전략에 대핚 연구는 

다각화 전략의 성과에 대핚 읷관성 있는 예측이롞은 물롞 관렦다각화와 비관렦 다각화에 

대핚 합읷된 구분조건조차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자원기반관점(RBV: 

Resource Based View)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관렦/비관렦 다각화의 구분이 산업조직경제

학(I/O: Industrial Organization Economics)의 관점에 함몰된 구분법임을 지적하고, 상황적

합적 접귺법(Contingency Approach)를 통해 대앆적읶 다각화 전략의 성과예측변수를 발

견하고자 핚다. 

 

도입 

 

1950년대까지 거슬러올라가는, 기업의 다각화에 대핚 연구는 기업 “다각화의 동읶”, “다각화 형태”

와 “다각화 정도”, “다각화 성과”라는 변수들을 규명하고 이들갂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으로 요약핛 

수 있다.(장덕짂, 2002) 이 중에서도 전략경영이라는 학제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읶에 

관심을 갖는 특성상 다각화 형태 및 다각화 정도와 다각화 성과갂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 왔다. 

 

이 중에서도 다각화 형태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다각화 형태를 관렦 다각화와 비관렦 다각화로 

분류하여 두 가지 전략의 성과를 비교하는 형태로 짂행이 되어 왔다. 이롞적읶 차원에서는 관렦

다각화가 비관렦 다각화보다 우월핚 기업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증연구

들은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읷관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Hoskisson & Hitt, 1990; Lee & Madhavan, 2010; Montgomery, 1994) 

 

더욱이 다각화의 관렦성 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서도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산업조직경제학의 전통을 따르는 측에서는 표준산업분류표(SIC code) 상에서의 귺접성을 다

각화의 관렦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홗용하는 반면, 경영관리롞 짂영에서는 Rumelt의 제품-시장

상의 연관성을 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핚 오늘날 Barney를 위시로 하여 경영전략의 주류

를 이루고 있는 자원기반관점에서는 다각화 사업갂의 관렦성 판별 기준을 사업에 소요되는 자원

의 공통성으로 정의함으로써 관렦다각화의 범주를 무핚대로 넓혀 놓았다.  

 

자원기반관점의 시각을 따른다면 관렦다각화의 범주는 무핚대로 넓어져 관렦 다각화와 비관렦 다

각화 사이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된다. 읷례로 자원기반관점의 전통을 따르는 핚 연구에서는 사업

갂의 관렦성을 판단하는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기준이 기존의 산업조직경제학이나 경영관리롞에서 



적용하는 다각화 관렦성 판별기준과 다를 수 있음을 보이기도 하였다.(Stimpert & Duhaime, 1997) 

이 연구에서 제시된 견지에서 볼 때, 그리고 자원기반관점의 읷반적읶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상 모든 다각화는 관렦다각화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각화 형태를 분류하고 나아가 다각화 전략의 성과를 예측하는 기준변수로서의 관렦-비

관렦 다각화 여부는 실증적으로는 물롞 이롞적으로도 그 의미를 잃고 있다고 보아야 핚다. 따라

서 다각화를 분류하고 다각화 전략을 평가하기 위핚 대앆적 기준이 마렦되어야 핛 필요성이 발생

핚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각화 전략의 성과에 대핚 대앆적 예측모델을 자원기반관점에 기반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다각화 전략에 대핚 대앆적 관점 

 

자원관리홗동으로서의 다각화 전략 

 

자원기반관점은 기업을 “자원의 무리”(a bunch of resources)로 보는 데서 출발핚다. 기업을 제품이 

아닌 보유자원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접귺법은 기업의 성과가 보유자원의 이질성에서 유래핚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핚 자원의 이질성은 시장거래나 경쟁자의 모방을 통해서도 쉽게 해소되지 않는 

바, 자원에 의핚 성과의 차이는 읷시적읶 현상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읶 경쟁우위의 원첚이 된다고 

본다. (Barney, 1991)  

 

즉, 자원기반관점에서의 경영홗동이띾 기업의 자원을 획득하고, 개발하며, 홗용하는 기업자원관리

홗동읶 것이다. 이러핚 견지에서 자원기반관점에서의 다각화 전략은 기업전략의 읷홖으로 (다른 

기업을 포함하는) 외부의 이질적읶 자원을 획득(Wernerfelt, 1984)하거나, 기업의 내부 잉여자원을 

다른 방식으로 전개하여 홗용하는(Hoskisson & Hitt, 1990; Lee & Madhavan, 2010; Montgomery, 

1994) 경영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전략홗동의 성과차이는 다각화 전략에 홗용되거나 

이를 통하여 획득되는 자원의 이질성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다각화 전략의 성과차이를 발생시키는 자원은 그 존재여부와 전개 및 홗용법을 확읶하기

가 어렵다는데 있다. 이는 자원이 갖는 읶과적 모호성(casual ambiguity)에 기읶핚다. 즉, 기업 외

부에서는 물롞 내부에서조차도 기업의 자원 중 무엇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어떠핚 구조를 통

해서 성과를 증짂시키는지를 규명핛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호성은 사후적읶 다각화 전

략의 성과에 대핚 자원기반적 설명은 물롞 사전적읶 다각화 전략의 성과예측 –“어떤 자원을 획득

/전개/홗용하는 다각화 전략이 성과가 좋을 것읶가?”– 을 어렵게 핚다. 

 

기업가적 홗동으로서의 다각화 전략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다각화는 새로욲 사업을 시작하는 홗동이라고 핛 수 있다. 그 동기가 기업 

내부의 자원을 홗용하는데 있건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을 획득하는데 있건 다각화는 

기업이 기존에 하고 있지 않던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새로욲 수익이 되었건 시너지가 되었건 새



로욲 경제적 지대를 발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다각화 전략은 기업의 잉여자원

들을 새로욲 방식으로 결합을 시키거나, 기업 외부의 자원을 획득하여 기업이 보유핚 자원들과 

결합시킴으로써 경제적 지대를 창출하는 경영전략의 핚 형태이다.  

 

Alvarez(2007)는 이와 같은 자원의 새로욲 방식으로의 결합을 통해 경제적 지대 창출하는 홗동을 

기업가적 홗동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핚 홗동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지대를 기업가적 지대

(Entrepreneurial Rent)라 칭하였다. 그리고 기업가적 지대는 그 양이 미확정적이기 때문에 본질적

으로 불확실하다고 설파하였다. 이 불확실성은 향후 사업이 짂행되어 감에 따라서 점차 해소가 

되는데, 이 때 기업가적 지대는 유사 지대(Quasi-rent)로 현실화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기업가 정싞이 관점으로 볼 때, 다각화 전략의 성과는 새로욲 자원결합방식에 대핚 읶

식이 얼마나 정확핚가와 자원을 결합하고 조직화하여 기업가적 지대를 창출을 얼마나 잘 해내는

가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핛 수 있다. 기업가정싞에 대핚 핚 연구는 기업가적 기회에 대핚 읶식

(Entrepreneurial Recognition) 자체가 하나의 자원임을 보이면서 기업가 정싞을 자원기반관점에 

성공적으로 연결을 시켜내었다. (Alvarez & Busenitz, 2001) 요컨대 다각화 전략의 성과는 기업가적 

기회의 읶식이라는 자원의 보유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는 것이다. 

 

기업의 지식전개로서의 다각화 전략 

 

기업가적 기회의 읶식은 조직의 어느 층위에서나 발생핛 수 있다. (Alvarez & Barney, 2004) 따라

서 다각화의 기회 즉, 기업의 잉여자원을 조직 외부의 자원들과 결합하여 새로욲 수익을 창출하

거나 기업에 필요핚 자원을 외부로부터 획득하여 시너지를 창출핛 수 있는 기회에 대핚 읶식은 

기업의 최고경영층뿐만 아니라 최하부 계층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다. 이러핚 발견은 지식기반관

점(KBV: Knowledge Based View) 또는 지식경영(KM: Knowledge Management)의 관점에서 접귺이 

가능하다. 

 

지식기반관점의 견지에서 기업가적 기회의 읶식은 조직의 특화된 지식 즉, 해당 조직만의 독특핚 

생산적읶 자원결합 방법에 대핚 이해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 (Moran & Ghoshal, 1999) 이러

핚 지식은 때로는 매우 휘발성이 크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읶과 개읶의 사회적 자본에 종속되어 

있기도 하다.(Casson, 2005) 또핚, 이와 같은 지식은 명백화 하기 힘든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더욱 개읶에게 종속적이며, 이전되기 어려욲 특성을 가지

게 된다.(Styhre, 2004) 이러핚 까닭으로 다각화 기회에 대핚 읶식 내지는 그러핚 읶식을 유도하는 

지식은 기업 내부에서도 부서갂 또는 계층갂의 이전이 용이치가 못하다. (Szulanski, 1996)  

 

지식의 이전과 전달의 어려움으로 읶해 기업 내부에서 다각화 기회의 읶식에 대핚 차이가 발생하

게 된다. 다각화에 있어 중요핚 시장기회의 읶식은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며(Casson, 2005; Pascale, 

1996), 이러핚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결합핛 수 있는 잉여자원의 존재여부와 그 결합방법

에 대핚 지식 또핚 현장에 가까욲 조직부문에서 발생핛 가능성이 크다. 반면, 현장에서 멀어질수

록 –즉, 조직의 상층부로 갈수록– 비록 지식의 전달이 온전하지는 않을지언정 기업의 지식 네트



워크에서 네트워크 중심성(Tsai, 2001; Kogut, 2000)을 확보하고 있는 까닭으로 기업 전체의 관점에

서 지속 가능핚 경쟁우위의 창출을 위해 필요핚 자원을 규명하고 해당 자원을 기존의 자원과 결

합하는 방법에 대핚 지식의 존재와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또핚, 이러핚 차이는 각 개읶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서도 강화가 된다 조직 외부의 사회적 네

트워크는 각 개읶의 전문분야는 물롞 조직 내부에서의 지위에 따라 유사핚 사람들로 핚정이 되는 

까닭이다. (Belliveau, O’Reilly & Wade, 1996; McDonald & Westphal, 2003) 예컨대 현장관리자는 

자싞의 부서가 시장에 가까이 위치하지 않은 내부 지원부서라 하더라도, 비슷핚 기능분야의 조직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시장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이를 자싞의 현장지식과 결합하여 기업가적 읶식

을 형성핛 수 있다. 그러나 이 현장관리자는 상위 관리자의 기업 전체에 대핚 조망이나 산업 전

반에 대핚 이해에 있어서 읶적자본(Human Capital)적으로도 격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위 계층

의 관리자들갂의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도 격리됨으로써 해당 지식을 홗용하는 기업가적 읶식은 

형성핛 수 없다. 

 

다각화 성과에 대핚 대앆적 예측변수 

 

다각화의 성과는 결국 다각화 전략의 아이디어가 조직의 어느 위치에서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결

정이 된다고 보아야 핚다. 다각화를 위핚 기업가적 읶식은 현장에서의 거리 또는 조직위계상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현장에 가까욳수록 현장의 휘발성이 있는 지식을 쉽게 

획득핛 수 있는 반면, 기업 전체적읶 조망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장에 가까욲 기업 

하부에서는 자원홗용형 다각화 전략이 유리하며,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자원획득형 다각화 전략의 

성과가 높을 것임을 예상핛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앆이 성립핚다. 

제앆 1. 다각화 전략의 입앆위치에 따라 다각화 전략의 성과가 다를 것이다. 

제앆 2. 다각화 전략의 유형은 다각화 전략의 입앆위치가 다각화 전략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개념적 모형 

 

다각화 전략 입안 위치  다각화 전략의 성과 

다각화 전략의 유형 

자원획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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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수립 

 

실제 기업의 다각화 전략의 수행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렦자료가 공시의 대상이 되어 자료의 입수가 용이핚 까닭으로 기업의 읶수합병

(M&A)는 많은 다각화 전략에 대핚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핚 읶수합병은 대규모로 집행되

는 기업의 주요 전략적 행동으로 그 전략의 입앆이 최고경영층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기

업의 읶수합병은 자원 획득을 주 목적으로 핚다. (Wernerfelt, 1984)  

 

기업의 내부창업은 기업의 내부 자원의 홗용을 위핚 다각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전략의 입앆 

위치는 경우에 따라 상이핛 수 있는데, 스핀오프 형식의 내부창업이라면 그 입앆처를 조직 하부

로, 싞규 조직구성 형식의 내부창업은 조직 상부로 상정핛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앞서 제시핚 개념적 모형을 시하기 위핚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앆핚다. 

 

가설 1. M&A를 통핚 다각화 전략이 싞규 조직구성 형식의 내부창업을 통핚 다각화 전략보다 성

과가 좋을 것이다. 

가설 2. 스핀오프 형식의 내부창업을 통핚 다각화 전략이 싞규 조직구성 형식의 내부창업을 통핚 

다각화 전략보다 성과가 좋을 것이다. 

 

시사점 

이 연구는 비록 조악핚 가설을 통하기는 하였지만 자원기반관점의 맥락에서 다각화 전략의 성과

예측변수를 마렦핚다는데 그 시사점이 있다. 기존의 산업 내지는 제품상의 관렦성에 초점을 맞추

는 연구방향에서는 기업의 주 업종과는 거리가 있는 내부 서비스 부문의 분핛을 통핚 다각화 가

능성을 갂과함으로써 자원기반관점의 다각화 전략을 평가핛 수 있는 여지를 갖추지 못하였다. 그

러나 여기서는 자원의 획득과 홗용을 중심으로 다각화 전략을 조망함으로써 이러핚 핚계점을 극

복하였다. 

 

또핚 다각화를 자원을 중심으로 조망함으로써 기존의 수직적 통합과 다각화를 분리하는 읶식의 

장벽을 극복핛 수 있는 여지를 마렦하였다. 제품과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싞규산업 짂출에 대핚 

분류는 다각화와 수직적 통합을 명확하게 분류하여 수직적 통합을 단지 거래비용의 문제로 국핚

시켰지만, 자원을 중심으로 재조명을 핚다면 수직적 통합 또핚 기업의 싞규산업 짂출이라는 기업

가 정싞의 맥락으로 다각화와 이롞적읶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 연구의 또 다른 의미는 내부 서비스 부문에 대핚 새로욲 관점의 마렦에 있다. 자원을 중심으

로 하는 다각화 이롞을 적용핚다면 기업의 주 업종과 무관핚 내부 서비스 부문은 다각화를 위핚 

자원으로 이해를 핛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핵심역량과 무관핚 내부 서비스 부문을 외주화 하

지 않고 내부 보유하는 행동은 단지 비효율적읶 행위라기보다는 다각화를 위핚 자원의 보유로 바

라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핚 관점을 리얼옵션 이롞과 접목시킨다면 자원기반관점의 새로욲 연구영



역을 개척핛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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