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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다각화가 비관련 다각화보다 우월하다는 이론적 컨센서스
-다각화의 “관련성”의 판별기준은 RBV와 Strategic Positioning 이론이 서로 다름

 다각화의 성공요인

Agenda

• SIC Code상의 근접성

• 제품특성요인의 유사성

Strategic 
Positioning

• 객관적인 관련성 판별기준

• 실증결과가 이론에 부합하지 못함

•활용되는 자원의 관련성

•핵심역량의 공유

Resource
Based 
View

•논리적으로는 이론에 부합

•관련성 판별기준이 자의적 (실증연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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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의 인식상에서 거의 모든 다각화는 관련다각화
-자원 또는 핵심역량의 존재여부와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방법이 없음

 관련성 여부의 무용성

Agenda

•자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

•핵심역량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

자원기반의
관련성

Firm A Firm B Firm C

관련다각화처럼 보이는
비관련다각화

비관련 다각화처럼 보이는
관련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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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화 성과예측변수로 다각화의 “관련성”은 유용성이 떨어짐
-모든 다각화가 관련다각화로 해석될 수 있다면 대안적인 성과예측 요인이 요구됨

 대안적 관점의 필요성

Agenda

Relatedness

Alternative
Variables?

다각화 관련성 다각화 성과

? 다각화 성과



5

Chapter 2. Theory Building

Theor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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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잉여생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다각화를 수행한다.
-잉여자원의 생산적 활용은 새로운 자원결합을 통한 경제적 지대의 창출로 일종의 기업가적 활동이다.

 기업가적 활동으로서의 다각화

Theory Building

•잉여자원의 생산적 활용

•거래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 사업진출

자원관점
다각화

Firm A

•기업가는 기존 자원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일으킴

•다각화 또한 기업 내부자원간, 내-외부 자원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

•창업에 준하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보다는 조직을 선택

기업가 관점
다각화

Fir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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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하부에서는 조직 상부에서의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없음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지는 암묵적 정보와 지식은 조직 상층부로 완전히 전달되지 못함

 지식기반관점에서의 다각화 기회 포착

Theory Building

•전체 기업자원과 환경을 조망

•상부 인원 고유의 암묵적 지식

•조직 전체의 명백적 지식

조직 상부

•현장의 휘발성 있는 암묵적 지식조직 하부

Firm A Firm B

현장

• 비슷한 계층간 교환으로 한정됨

• Social Capital 공식 경로

조직간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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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상층부에서 포착하는 다각화 기회는 다각화의 “관련성”을 잘못 상정할 가능성이 있음
-조직 하부에서 포착하는 다각화 기회는 보다 미시적인 “관련성”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

 다각화 기회에 대한 평가

Theory Building

•실재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원이나 역량을 가지고 다각화 할 가능성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각화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

• “관리역량”과 같은 상부에서만 볼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이 존재

•높은 수준의 Human Capital과 Social Capital 보유

조직 상부

•현장의 휘발성 있는 암묵적 지식과 다각화 기회를 포착

•활용될 수 있거나 활용되는 자원과 역량을 명확하게 파악

•조직 상부의 보다 거시적인 암묵적 지식에 접근이 불가능함

조직 하부

다각화
기회포착

•조직의 어느 층위에서 포착하였느냐에 따라 전략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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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하층부에서 입안된 다각화 전략이라도 조직 상층부의 검토와 승인이 필요

 다각화 기회에 대한 평가

Theory Building

다각화
기회평가

•의사결정권이 있는 조직 상부 구성원들로부터 검토, 수정, 승인과정을 거침

•이 과정에서 다각화 전략에는 조직 상부 구성원의 역량이 반영됨

Firm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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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Hypothesis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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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다각화 전략의 성과는 다각화 전략의 발생위치에 따라 다를 것이다.

•1a. 조직 하부에서 입안된 다각화 전략은 최고경영진이 단독으로 입안한 다각화 전략보다 성과가
좋을 것이다.

•1b. 최고경영진이 단독으로 입안한 다각화 전략은 조직 하부에서 입안된 다각화 전략보다 성과가
좋을 것이다.

•가설 2. 조직 상부의 다각화 역량은 하부에서 입안된 다각화 전략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a. 최고경영진이 단독으로 입안한 다각화 전략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의 조직 하부에서
입안된 전략은 다른 기업의 조직 하부에서 입안된 다각화 전략보다 성과가 좋을 것이다.

•2b. 최고경영진이 단독으로 입안한 다각화 전략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나쁜 기업의 조직 하부에서
입안된 전략은 다른 기업의 조직 하부에서 입안된 다각화 전략보다 성과가 나쁠 것이다.

 가설 도출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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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모델

Hypothesis

다각화 전략의
발생위치

다각화 전략의
성과

조직 상층부의
다각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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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Expected Result

Expected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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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는 연구 의의

1. 조직 상부의 계획(Planning)보다는 학습(Learning)이 더 중요함을 확인

2. 다각화 전략의 성과결정요인을 산업의 관련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발견

3. 다각화 전략을 기업가정신의 관점에서 조망

Expected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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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Research Issues

Chapter 5. Further Research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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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Research Issues

 추가적 연구 분야

-보유자원의 생산적 활용이 아닌 자원 획득 차원에서의 다각화

• 다각화는 조직 내부의 잉여자원의 활용의 수단

• 다각화 원인을 조직 역량의 전개라는 내부지향적인 동기에 한정지음

Resource
View

• 다각화는 조직 내부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 및 개발하기 위해 수행될 수도 있음

• M&A의 경우 기술, 브랜드, 유통망 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함

• STX, LG전자 등의 사례

Resource
Acqu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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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Docu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