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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Mergers and Acquisitions (M&A) have become increasingly popular in the last few decades, and overseas' 

M&A are particularly increasing to sharpen corporate competitiveness on a global scale.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one of the main reasons attributes to failures of mergers was the lack of attention to merging information systems. 

In recent years, both academy and industry have more focused on Post-Merger Integration (PMI) and the integration 

of information systems (IS) between two companies is one of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corporate. This paper 

focused on Post-Merger IT (Information Technology) Integration Methodology of Cross-Border M&A. We followed a 

single-site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type of phenomenon in M&A's natural setting. 

Moreover, we examined a typical energy and power company case in order-based industry, so that other industry 

players may have different results to determine post-merger IT integration method and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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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

(M&A：Mergers and Acquisitions)은 액  

건수 기  모두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

내고 있다. 2007년도에는 국내 인수합병 건수는 

772건, 액은 644.8억 US$ 규모 고, 2006∼

2008년도 추세를 보면 액 측면에서는 13.0%, 

건수 측면에서는 52.7%의 증가세를 보 다[7]. 인

수합병 증가의 주요 원인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장 내 우월  지  유를 

한 욕구가 커질 뿐 더러, 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수익 확  등으로 투자여력이 증 로 기

인된다[14].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 증가

는 국내 기업이 로벌 경쟁력 강화를 해 해외

진출에 극 일 뿐만 아니라 기존 회사 신설의 형

태에서 외국 기업의 지분인수 형태로 투자패턴이 

변화한 데 주로 기인한다[7]. 이는 국내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성장의 선택 가능한 안  하나로 

인식하고, 그 험성을 최소화하여 성과를 높이기 

한 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

고 있다[1].

한편, 상당수의 기업들이 본래의 인수합병 의도

와 다르게 통합 시 지 창출에 실패하고 생산성 

하, 시장 유율 하락, 수익 감소, 유능한 직원의 이

직 등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26]. Schuler 

and Jackson[30]은 이러한 인수합병 실패 이유를 

비 실 인 기 , 조된 인수합병 략, 미숙한 

실행, 유능한 직원에 한 리부실, 패권 다툼과 

같은 정치  행동, 불가능한 수 의 시 지 요구, 

문화  차이, 통합 리 실패, 통합비용의 과소평

가, 경 자의 이기  행동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31]. 특히, 인수통합 시 주지

해야 할 사항은 기업의 근간이 되는 정보시스템

의 인수합병 후 통합(IT PMI：IT Post-Merger 

Integration) 부분이다. 이는 정보시스템 부분은 

상당한 액이 투자되는 부분이면서도 인수합병 

계약 이 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

문이다. 련하여 해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통

합 부분의 노력 부족으로 정보시스템의 인수합병 

이후 통합의 실패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21], 잘

못된 통합(Faulty Integration)이 인수합병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 되고 있다[9]. 인수합병 증가

와 더불어  더 많은 회사들이 기업 운 , 직

원, 문화, 정보시스템 등에 한 통합 문제에 직면

하고 있으며[9], 그  특히 인수합병 이후 정보시

스템 통합이 성공 인 인수합병을 한 결정 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 18, 25, 

28, 32, 36].

그러나 인수합병 이후 정보시스템 통합 요성

이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련 분야의 선

행 연구들이 으로 부족한 상황이고[4, 10, 

25, 26, 32], 국내에서는 주로 인수합병의 재무

인 부분에 연구의 이 맞추어져 왔다[5]. 근래

에 들어서 국내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에 한 연

구들이 수행되는 경향이 있으나[4], 우리나라 기

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 후 정보시스템 련 연구

는 그리 많지 않다. 주요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사례 자체가 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

합병이 증가하는 시 에서, 정보시스템의 통합 연

구는 학술 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에서 실무

으로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목 은 인수합병 이후 정보시스템 통

합에 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단일 사례에 

용하여 학문 인 과 실제 산업 장에서의 

활용 가능한 시사 을 찾고자 한다. 한 이를 통

하여 해외 기업을 인수하고, 정보시스템 통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에게 주요 지침들을 제공하고

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인수합병과 인수합병 이후 정

보시스템 통합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인수합병 이후 정보시스템 통합에 

한 단계별 략과 방법론에 해 제시하 다. 제 

4장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제

시하 고, 마지막 제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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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계  등을 정리하 다.

2. 이론  배경

2.1 인수합병에 한 연구

변하는 경 환경 하에서 기업들은 내  성장

과 외  성장을 추구한다. 내  성장은 기존 업

을 바탕으로 매출과 이익을 늘리고 기업의 내부 

자원들을 이용하여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

한 내부자원 이용이나 결합이 한계에 부딪치는 경

우 외부 경  자원들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방법 

 가장 극 이고 표 인 수단이 바로 기업 

인수합병이다[2].1) Haspeslagh and Jemison[19]

은 인수합병은 략  독립성의 수 과 합병하려

는 기업의 조직  환경에 따라 인수합병이 다르게 

이루진다고 한다[20]. 인수합병의 목 으로는 다

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20, 25]. 첫째, 흡

수(Absorption) 목 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

여 원가 감의 통합효과를 기 하는 것이다. 둘

째, 공생(Symbiosis) 목 으로 회사의 시장 지배

력을 높여 동반 상승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셋째, 

보 (Preservation)의 목 으로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의 미래 역량을 육성하기 해서이다.

한 계속 기업으로 지속 으로 존재하기 한 

략  차원의 인수합병에 힘을 기울이기도 한다. 

즉, 기업의 지속 인 성장과 개발을 해 내부자

원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해야 하지만, 신규 사

1) 인수합병(M&A：mergers and acquisitions)은 실

무 차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로서 기업이 기존

기업의 경 지배권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행 를 포 하는 개념이다. 인수와 합병은 그 상

세의미가 다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수와 

합병을 논리 으로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

용한다. 합병은 독립 인 두 기업이 하나의 기업

으로 합해지는 경우이며, 인수는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되지만 독립  실체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이

다. 이 게 형태는 다르지만, 새로운 경 진으로 

교체된다는 과 행태 으로 독립된 두 조직이 하

나의 통합된 조직의 형태를 취한다는 에서 공통

이 있다.

업이나 유망업종에 진출하는 내  성장 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 기업과의 결합을 통해 기

업의 외부자원을 직  인수 합병하는 외  성장은 

시간을 약할 수 있으며, 경쟁력도 쉽게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이다[2]. Bower는 인수합병 동기의 

요성을 밝 내기 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

지 5억 US$ 이상의 미국에서 일어난 인수합병 

사례를 분석하여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고

[15], 김성표[1]는 인수목 과 통합범 에 따라 다

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 다[1]. 이

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인수합병의 다섯 가지 유형

Bower[14] 김성표[1]

설비증가
(The Overcapability M&A)

수평  확장형

제품 는 시장 확장
(The Product or Market 
Extension M&A)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형

지역  확장
(The Geographic Roll-up M&A)

경쟁역량 보강형

연구개발(The M&A as R&D) 후방 통합형

업종 다각화(The Industry 
Convergence M&A)

신사업 진출형

2.2 인수합병 이후 통합(PMI)에 한 연구

인수합병 과정은 크게 인수의 목 과 당 성 수

립, 잠재 피인수회사 물색  정보수집 등의 행 를 

포함하는 실사 작업과정(Due Diligence Process)

과 잠재 인수회사 선정 후 상을 통한 인수가  

인수조건을 결정하는 상과정(Negotiation Pro-

cess), 인수  피인수기업 간 문화 , 제도  차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과정 등 세 과정으로 

크게 분리된다[29]. 한 실사작업 과정과 상과

정은 인수 前 과정, 통합과정은 인수 後 과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Ashkenas et al.[10]은 인수과

정을 좀 더 정교하게 분류하여 ① Preacquisition, 

② Foundation Building, ③ Rapid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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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④ Assimilation의 4단계로 정의하고 있

다[11]. McKiernan and Merali[27]에 따르면 인

수합병  통합 단계를 ① 인수합병 략에 따른 

인수 상 선정, ② 통합운 을 비한 인수합병 

상 평가, ③ 실사작업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계획, 정보자산과 IT 인력 등의 체 인 인수통

합 계획수립, ④ 문화  차이 극복  원활한 의

사소통을 통한 통합 실행, ⑤ 통합과정의 문서화 

 통합 후 검, ⑥ 인수합병 과정의 경험을 회

사의 인수 략에 포함하는 6단계로 제시하고 있

다[25]. 인수합병 후 통합에 해당 하는 부분은 3

∼6단계까지 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정보시스템 

통합은 3∼4단계에 집 된다.

① Acquisition
target

selection

② Target
evaluation

③ Planning for
Post-acquisition

integration

④ Integration
implementation

⑥ Acquisition
strategy

⑤ Post-integration
review

은 인수합병 이후 통합 부분에 해당

     [그림 1] 인수합병  인수합병 후 통합 단계 
(출처：[24])

인수 후 통합과정에 있어 통합의 상에 있어서

는, 홍덕표[7]는 략, 로세스, 조직, 그리고 문

화의 네 가지 통합요소를 제시하고 이  하나라

도 통합되지 않으면 시 지 구 이 어렵게 될 것

임을 주장하고 있다[8]. Birkinshaw et al.[12]은 

인수 후 지식이 , 자원공유, 역량강화를 심으

로 한 업무통합(Task Integration), 그리고 임직

원의 만족도 향상과 동질성 공유를 심으로 한 

인  통합(Human Integration)을 제시하면서,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 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13]. 한 Shrivastava[29]는 인수 후 

통합 상에 하여 비교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데, 통합의 상에 따라 차  통합(Procedural 

Integration), 물질  통합(Physical Integration), 

그리고 사회 문화  리통합(Managerial and 

Sociocultural Integration)으로 분류한 후, 구체

 통합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의 여

부와 그 수 은 인수의 목 , 인수회사의 규모와 

형태, 통합 략, 인수 후 활동 등에 따라 선별 으

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30]. 선행 연

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수 후 통합과정은 회사 

반에 걸친 자원(Resources)에 한 통합작업임

을 알 수 있으며, 회사의 정보시스템  문화 등 

유․무형자산(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모두를 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인수합병 후 정보시스템 통합에 한 연구

2.3.1 정보시스템 통합 정의

Wyse and Higgins[36]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통합이란, 데이터 통합과 기술  통합으로 구성된 

형태라고 하 는데, 자는 개념  스키마에서의 

데이터 정의와 구조의 표 화를 의미하며, 후자는 

하부 시스템의 형식 , 물리  연계라 할 수 있다

[37]. 통상 으로 정보기술은 첫째, 정보시스템

(Information Systems：데이터베이스, 기능 처

리), 둘째, 인 라스트럭처(IT Infrastructure: 데

이터 네트워크, 운  시스템, 하드웨어, 정보기술 

기술(Skills)), 셋째 IT 연  정책(사용자 운 , 정

보기술 리자, 정보기술 경 , 정보기술 연계, 교

육  지원과 연 된 정책)으로 분류되고, 정보 시

스템 통합을 해서는 의 세 가지 부문에서 모

두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12, 16]. 

2.3.2 정보시스템 통합 목

정보시스템 통합은 정보기술 체 아니면 부분

을 통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 으로 해

야 하는 것인지 등의 복잡한 이슈에 직면하게 된

다[36]. Giacomazzi et al.[17]과 Johnston and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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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ton[22]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통합 목 에는 

세 가지 상이한 정보시스템 통합 수 에 따라 세 

가지 목 이 있다고 한다[18, 23]. 

<표 2> 인수합병 목 과 정보시스템 통합 목  비교

통합 의욕
(Integration 
Ambition)

인수통합
(M&A) 목

정보시스템(IT) 
통합 목

높음
흡수

(Absorption)

완    
통합(Complete 
Integration)

보통
공생

(Symbiosis)

부분   
통합(Partial 
Integration)

낮음
보존

(Preservation)

공존(Marginal 
Integration or 
Co-existence)

첫째, 완  통합(Complete Integration)으로 두 

개의 상이한 정보시스템을 통합할 때 가장 야심

인 목표를 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이고, 둘째, 부분 

통합(Partial Integration)으로 우선 순 화를 통

하여 가장 요한 로세스와 시스템을 먼  통합

하고, 나머지는 이후로 남겨 놓는 통합 방법이다. 

셋째는 최소한  통합(Marginal Integration) 

는 공존(Co-existence)으로 두 개의 통합 상이 

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으로 필요한 

데이터의 교환이나 통합(Consolidation)만 실  

되도록 연결하는 것이다. <표 2>는 정보시스템 

통합의 목 과 인수통합의 목 이 얼마나 통합 의

욕이나 목 에 상응되느냐에 한 상 계를 종

합한 것이다.

2.3.3 정보시스템 통합 방법

정보시스템의 통합 방법은 다양한 방법론에 따

라 구분 될 수 있으며, 주로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네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19, 23]. 

이를 기업의 인수합병에 용하여 설명하면 첫

째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모든 IT 시스템을 

폐기하고, 완 히 새로운 IT 시스템으로 교체 하

는 방법(Renewal), 둘째 한쪽 기업의 시스템을 모

두 정지하고, 다른 기업의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

는 방법(Takeover), 셋째 새로운 조직의 새로운 표

으로 양쪽 회사 시스템  최고의 시스템을 조

합하여 사용하는 방법(Standardization), 넷째 불필

요한 시스템을 주기 으로 동기화하지만, 공존의 

형식으로 그 로 양쪽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스

템을 그 로 사용하는 방법이다(Synchronization). 

신규 도입과 흡수통합은 표 화 방법 보다는 높은 

통합 의욕을 보이며, 한 융합은 표 화하여 통

합하는 방법 보다는 낮은 통합 의욕을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표 3> IT통합 략과 의욕에 따른 통합모델

구 분
완 통합
(Complete 
Integration)

부분통합
(Partial 

Integration)

공존
(Co-existence)

신규 도입 
(Renewal)

아니오 아니오

흡수 통합 
(Takeover)

아니오 아니오

표 화
(Standar-
dization)

아니오

융합 
(Synchroni-

zation)
아니오 아니오

3. 인수합병 이후 정보시스템 통합 
(IT PMI)의 방법론

3.1 인수합병  통합의 변화 단계

기간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수합병 후 통합은 

인수의 목 과 형태, 산업별 특성, 문화  합도 

차이  등에 따라 이상 인 통합 기간은 가변 이

다[3]. Birkinshaw et al.[12]과 Quah and Young 

[33]은 인수 후 통합의 소요시간을 략 5∼7년 

정도, Hunt and Downing[21]은 3∼5년, Datta 

[16]은 1∼2년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13, 34, 22, 

17]. 통합 기간이 다양 하지만, 인수합병 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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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는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질 으로 Kotter[26]가 제시한 기업 변화 8단계 

개념 안에서 실행되기 때문이다[27].

1

2

3

4

5

6

7

8

위기감 조성

비전 창출

비전 공유

권한 이양

단기적 성과창출

성과 통합 및
후속 변화 창출

새로운 제도정착

강력한 팀 구성

[그림 2] 기업 변화의 8단계(출처：[27])

처음 1∼4단계는 기존 조직에서 새로운 조직으

로 변화의 동기를 유발 시키는 과정이고, 5∼7단

계는 새로운 조직으로 실질 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며, 마지막 8단계는 변화의 결과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 안정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는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변화되는 차와 유사하다

고 할 수 있다.

3.2 정보시스템 통합의 차

제 2장 선행연구에 살펴보았듯이, 인수합병 후 

정보시스템 통합은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의 정

보시스템, 인 라스트럭처, 정책을 상으로 한 

통합작업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체 인수합

병 차에서 정보시스템 분야가 수반되는 부분은 

인수합병 (Pre-Merger)과 후(Post-Merger)로 

크게 나  수 있다. 인수합병  시기에는 인수합

병 T/F(Task Force) 이 구성되고, 인수 상 회

사의 정보시스템 반에 걸친 자산실사  평가 

(Due Diligence Analysis)가 이루어진다. 

인수합병이 발표되어 법 으로 한 회사가 되는 

‘Day 1’을 기 으로 하여 통합 작업이 집 으로 

수행되며, 이 작업들은 크게 정보시스템 통합 계

획, 정보시스템 통합 실행, 통합된 정보시스템 운

의 3단계로 나  수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정보시스템 분야의 참여단계

1단계 정보시스템 통합 계획 부분에서는 인수

합병 목 과 다양한 결정요인들과 연계되어 정보

시스템 통합 모델을 선정한다. 피인수 기업의 지

역  환경과 정보시스템 황 분석, 그리고 피인

수 기업과 인수기업 정보시스템 합도  차이 

분석을 통해, 최 의 통합 계획을 수립한다. 통합 

계획에는 선행연구에서 언 한 네 가지 방법 에 

하나의 략을 선택하게 되고, 통합 작업을 실행

할 주체와 비용, 시간계획, 이후 피인수 기업 정보

시스템의 운  주체까지 포함한다. 한 1단계 통

합 계획 시에도 이미 법 으로 신규회사로 출범된 

상태임으로 긴 히 통합해야 하는 부분은 기술  

연결(Technical Bridge, ： 자메일 송수신의 일

시  라우  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Re-direction 

등) 는 ‘Best of Breed’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2단계 정보시스템 통합은 1단계의 계획에 따라 

정보시스템들을 실제로 구축하고 인 라스트럭처

의 조정, 정책 수립을 하는 작업으로, IT 통합 모

델에 따라 시스템 구축 회사가 주도 으로 수행한

다. 통합의 우선순 는 피인수 회사와의 문화  

차이를 일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을 우선으로 한

다. 특히, 인수회사가 선정한 시스템 구축 회사가 

피인수회사 지역에서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완료 이후 

유지보수를 해 피인수 기업 지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3단계 운  시에는 해외지역의 정보시스템 운

을 해 해당지역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한 인수회사와 피인수 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응용시스템은 인수회사에서 운 하고, 반면 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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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회사에서만 사용하게 되는 응용시스템과 공통

시스템이지만 해당 정보가 피인수 회사에서 유지

되어야 하는 부분( ：피인수 회사의 인사 데이터 

등)은 피인수 회사에서 운 될 수 있도록, 통합 

모델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  주체를 구분한다.

4. 사례 분석

4.1 사례 개요

인수회사인 두산 공업은 1962년 정부의 공

업 육성지원으로 목 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976년 

미국 GE(General Electronic)로부터 발 설비를 최

로 수주하 고, 1980년 한국 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하 다. 1999년에 발 설비사업 구조조정에 따

라 공업  삼성 공업 발 설비를 두산

공업으로 일원화하 고, 2001년 민 화를 통하여 

사명을 두산 공업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루마니아의 크배  IMGB(  두산IMGB), 

국의 미쓰이밥콕(Mitsui-Babcock,  두산 Bab 

cock)을 인수하 고, 2009년에는 체코공화국의 발

설비 업체인 스코다 워사를 인수하 다. 재 

두산 공업은 두산그룹 핵심 회사로 약 6천여 명

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코스피(KOSPI) 기

계업종 분야에 상장된 표 기업이다. 주요 사업 

분야는 산업의 기  소재인 주단조에서부터 원자

력, 화력 등의 발 설비, 해수담수화 랜트, 환경

설비, 운반설비 등의 제작으로 국내외 랜트 시장

에 공 하고 있다. 피인수회사인 체코공화국의 스

코다 워사는 150년 역사의 스코다그룹 계열의 회

사로 터빈(Turbine)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인 

발 설비 문회사이다. 터빈은 열, 수력, 풍력, 에

지 등을 회 력으로 바꾸는 터보형 기계로 보일

러(Boiler), 터빈, 제 이터(Generator, 기를 발

생시키는 장치)로 이어지는 발 설비의 핵심 부품

이다. 약 천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904

년부터 터빈을 생산해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

고,  세계 62개국에 450여기의 터빈을 공 한 실

이 있는 회사이다.

<표 4> 인수합병 요약 내용

구 분 사례 내용

산업군 에 지, 발 , 기계, 제조

기업형태 기업, 상장회사

회사 국
∘인수(Acquirer)： 한민국
∘피인수(Target)：체코공화국

연도 2009년 9월

액 4억 5,200만 유로(한화 약 8천억 원)

목
∘유럽, 미국 선진 시장 진출
∘터빈분야 원천 기술 확보

정보시스템  
통합 기간

2009년 9월～2010년 12월(16개월)2)

정보시스템  
통합 목  

 방법

∘공존(Marginal Integration or 
Co-existence)

∘융합(Synchronization)

정보시스템 
통합 비용

￡800,000(한화 약 14억 원)

두산 공업은 2009년 9월 체코 스코다 워사

를 4억 5,200만유로(한화 약 8천억 원)에 인수하

고, 련사항은 <표 4>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장 기업  에 지․발  

업종에 해당하는 두산 공업이 체코공화국의 스

코다 워사를 인수합병 한 것을 사례로 하 다. 

연구자가 본 사례를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

다. 첫째, 본 인수합병 회사들이 속해 있는 에

지․발  분야가 로벌 인수합병 시장에서 17%

로, 20%를 차지하는 융업종과 함께 인수합병 

2) 2009년 9월 M&A 계약 시, 스코다 워사는 스코

다그룹의 IT서비스 기업인 스코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로부터 모든 IT

서비스와 아웃소싱을 받고 있었으며, 총 31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양사 간의 거래기간약

정서(TPA : Transaction Period Agreement) 에 

따르면, 스코다 ICT는 재 제공하는 IT서비스를 

2010년 12월까지만 제공하기로 하여, 두산 공업

은 조직을 M&A 기 시부터 체코 지에서 자체 

IT서비스 비하여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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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표 업종이기 때문이다[33]. 둘째, 본 사례

는 지속 으로 증가하는 해외기업 인수합병 사례 

, 최근 일어난 인수합병 사례로 변하는 IT 시

장 상황에 한 시성과 실성을 반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셋째, 인수회사는 국내 표 그룹의 

상장회사이고, 피인수회사는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회사로, 양쪽 회사가 보편 이며 

신뢰성을 보유한 기업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35].

4.2 사례 분석 방법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수합병 련 

국내 연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 사례 

한 발표되는 것이 드물다. 인수합병은 기업 생

존 략의 일부로 회사 내부에서만 공유되고, 그 

내용은 일부만 언론 등에 공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사례연구를 실시하는 이유는 

첫째 해외기업 인수합병 련 정보시스템 통합에 

한 선행연구가 으로 부족하고, 둘째, 사

례연구가 연구자가 연구 주체와의 상호작용을 통

해 상에 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론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24, 35].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핵심 담당자와의 인터

뷰, 련 문서들에 한 검토를 통해 수집하 다. 

특히 인터뷰는 인수합병 과정에 주도 으로 참여

한 정보시스템 부서의 핵심 리자  실무자를 

상으로 실시하 고, 련 문서는 인수합병  

정보시스템 련된 근 가능한 기업 내부의 핵심

문서들을 상으로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다. 본 

연구는 인수가 발표된 시 부터 통합작업이 완료

된 1년 6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인수된 스코다

워사는 유럽에 치하는 지리  한계가 존재하

여, 면담자가 한국 출장 시 주로 이루어졌으며, 주

요 면담은 2009년 6∼7월 인수합병 반 시기와, 

2010년 8월부터 2010년 12월의 정보시스템 통합 

종료까지 총 7개월 간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

으며, 면담 시 질문하지 못한 내용과 구체  사항 

들은 추후 자메일을 통해 달 받았다. 부분

의 질문내용은 면담자가 경험하고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면담 

이후 정리된 자료는 면담자에게 달하여 내용에 

한 확인을 받았으며, 회사의 기 내용이 포함된 

내용은 삭제를 요청 받아, 본 연구에서는 삭제하

다. 한 인수합병 후 정보시스템 통합 로젝

트가 완료 이후, 연구자가 체코를 방문하여 연구 

결과에 해서 주요 면담자와 인터뷰하여 확인하

다. 본 사례연구는 보편  타당성과 신뢰성을 

객 으로 확보하기 해 <표 5>와 같이 본연구 

의 방법론을 용하 다.

<표 5> 본 연구에서 용한 연구 설계 검증을 한 
4가지 방법  술[34]

구 분
사례연구 

술
본 사례연구 용 방법

구성타당성
(Construct 
Validity)

다양한   
자료원 사용

 
사례연구   

검토를 한 
정보 제공자 

확보

∘내부자료, PMI 수행자 
인터뷰, PMI 수행지원부
서원 인터뷰, PMI 리
부서원 자메일 질의, 
신문기사 활용

∘사례 연구 자료를 지 주
재원에게 보여주고, 상세
한 부분까지 의논하 음 
(연구 자료를 검토한 후 
주재원의 조언과 비평은 
연구자료 수정작업에 매
우 귀 한 도움이 되었음)

내 타당성
(Internal 
Validity)

인과 계   
설명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주
요 요인과 정보시스템 통
합 내용․범  향 계
를 사례를 통하여 검증하
음

외 타당성
(External 
Validity)

선행연구 
이론을   

용

∘인수합병(M&A), 인수합
병 이후 통합(PMI), 정보시
스템 통합 등 선행 연구
를 이론을 용함

신뢰성
(Reliability)

사례연구  
로토콜 
사용

∘이미 인수합병이 완료되
어 정보시스템 통합이 
완료 된 상태임으로, 동
일한 연구를 반복하여도 
같은 결과가 제시 될 것
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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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례 분석 결과

인수회사인 두산 공업은 2009년 9월 체코 스

코다 워사의 인수합병 발표 이 , 인수합병T/F

을 구성하여 피인수회사의 자산 실사  평가 

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때 IT 인력을 배치하여 

정보시스템 부분에 한 실사도 병행하 다. 인수

합병 발표 이후에는, 2006년 국 미쓰이밥콕(  

두산 Babcock)을 인수한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

여, 유럽지역 환경에 익숙한 국의 두산 Babcock 

직원과 한국 두산 공업 직원이 함께 T/F 을 공

동으로 구성하여 통합 작업을 수행하 다.

4.3.1 추진 차  방법

두산 공업의 체코 스코다 워사 인수합병 이

후 정보시스템 통합 로젝트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6개월3)간, 통합계획수립(Inte-

gration Plan), 통합작업실행(Implementation), 운

(Operation) 등 3개 단계의 차에 의해 진행되

었다. 장기간의 로젝트를 감안하여 로젝트 변

화 리와 로젝트 일반 리 사항은  기간 동

안 지속 으로 진행되었다. 상세 추진 차  방

법을 구조화하면 [그림 4]와 같다.

OperationImplementationIntegration Plan

Master Plan

변화전략
수립

과제정의

실행범위 및 실
행계획 정의

Analysis

As-Is 시스템
분석

As-Is 인프라
스트락처 분석

As-Is 운영
조직분석

피인수회사
현지 IT 환경 분석

Conceptual
Design

정보시스템 통
합 범위

정보시스템 통
합 방식 정의

To-Be 시스템/인
프라스트럭처/운

영조직 정의

인수회사와의
Fit & Gap 
analysis

변환 시스템
구축

통합 테스트 Open 준비

사용자교육

본사 연계체계
구축

인프라스트럭
츠 통합 IT 정책수립

현지 IT 인력
채용

Development & Test Stabilization

변화 관리

프로젝트 관리

인수합병T/F

Day 1 정의

[그림 4] 로젝트 추진 차  방법

3) 실질 으로 인수합병 T/F 은 공식 인 인수합병 

“Day 1” 이  견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나, 인

사 , 재무  등 다양한 부서의 원들이 일

으로 참여 하지 않아, 실제 로젝트 기간으로는 

산정하지 않았다.

첫 번째 통합 계획단계에서는 우선 으로 자

메일과 홈페이지 통합 작업을 수행하고 통합 계획

을 수립하 다. 임직원의 자메일 도메인은 체코 

내 스코다그룹의 이미지 유지를 하여 ‘두산’과 

‘스코다’의 이미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xxx@ 

skoda.cz에서 xxx@doosanskoda.com로 임시 

환하 으며, 홈페이지 주소를 www.skoda.cz에서 

www.doosanskoda.com로 변경하 다. 이후 통

합계획을 수립하기 한 정보시스템 실사  평가 

내용을 재확인하고, 두산 공업과 스코다 워사 

간 정보시스템의 합도  차이 분석(Fit and 

Gap Analysis)을 수행하 다. 피인수 기업 임직

원이 사용하는 인트라넷 포털(Portal)은 기업의 

문화  차이를 이기 해  세계 두산그룹 계

열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

다. 본 사례에서는 인수합병의 목 이 선진시장 

진출과 원천기술 확보이기 때문에, 주문, 생산, 운

 부분 등이 별개로 운 되어, 사  자원 리

(ERP: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할 분야는 극히 제한 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한 재무  인사 시스템에 한 통합

의 필요가 있었으나, 지 인수합병에 따른 경

진  종업원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 추후 논의하

기로 하고, 통합 계획에서는 제외하 다. 데이터 

센터는 국 두산 Babcock의 데이터센터와 피인

수 기업 내 소규모 데이터 센터의 운 이 검토되

었으나, 원격지원  센터의 용량이 소규모인 

을 감안하여 피인수 기업 내에 치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수 차례 내부 

의를 통하여 인수합병 목 과 통합 의욕 측면에서 

정보시스템 통합 목 을 공존 략을 선택하 고, 

통합 방식은 “융합 방식”을 정하 다(<표 2>와 

<표 3> 참조). 주요 이유는 인수목 이 원천기술 

확보로 이를 한 정보시스템은 피인수회사에 존

재하지 않고, 해외기업 인수로 인한 기업문화의 

와 공유, 문화  차이의 극복을 한 공통시

스템의 활용이 우선시 되는바, 련된 공통시스템 

만을 통합하기로 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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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한국 본사  그룹 IT 

부서에 승인을 요청하 다. 

2단계 정보시스템 통합 실행 단계에서는 신규 

데이터센터를 구하여 하드웨어 이 작업을 실시

하 으며, 네트워크 회선사업자는 체코 IT사업자

에서 두산그룹이 사용하는 AT&T 로벌 네트워

크 망으로 통합하 다. 더불어 포털을 구축할 체

코 IT서비스 업체를 활용, 지화(Localization)

하여 구축하 다. 이에 한 로젝트 리는 두

산그룹 공통시스템을 운 하는 ㈜두산 정보통신 

회사에서 진행하 고, 공통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사 공지, 자 결재, AD4)와 연계된 사원정보 

검색 등이다. 1단계에서 임시로 환한 자메일 

도메인을 xxx@doosan.com로 환하여 두산그

룹 일체성을 확보하 다. 인수합병 T/F 이 해체

되고, 참여했던 두산 공업 직원은 계속 체코에 

견되어 실행 단계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 다. 

통합 3단계 운  시 필요한 체코 인력을 채용하여 

기존 서비스가 완료되는 시 을 비하 다. IT 

정책은 두산그룹의 IT 정책을 참고하여 투자의사

결정 로세스  기술  표  사항들을 구분하여 

결정하 다.

3단계인 운 부분에서는 1단계 내용의 실행 여

부  완성도를 확인하고, 체코 인력을 채용하여 

지 시스템이 안정 으로 운 이 될 수 있는 체

계를 확보하 다. 통합된 인트라넷 포탈, 자메

일, 홈페이지 등은 한국과 체코에서 연계 운 될 

수 있도록 연락  상호 력체계를 수립하여 통

합 계획 내의 작업을 완료하 다. 추후 1단계 계

획 시 연기하 던 재무  인사 련시스템 등 추

가 인 정보시스템 통합 요구사항이 발생할 것을 

비하여, 기 인수통합T/F 에 참여한 두산

공업 인력 1명을 향후 2년간 주재원으로 발령하

다. [표 6]은 통합 추진 간계 별로 주요활동을 

요약하 다.

4) AD(Active Directory)는 정보를 조직화하여 사용

자가 효과 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일

련의 서비스를 말한다.

<표 6> 통합 단계별 주요 활동내역

단계 주요 활동
IT참여
인원(명)

1단계
(2009년 
9월

～2010년 
2월)

∘인수합병 T/F 구성
∘임시 자메일  홈페이지 

통합
∘인트라넷, 업무 시스템 

합도  차이분석을 통한 
통합계획 수립

∘데이터센터 치 선정
∘ IT 통합계획의 본사 승인

한국 1,
(IT서비스
업체 2∼4)

국 1, 
체코 1

2단계
(2010년 

3월～12월)

∘하드웨어 이 , 데이터센터 
설립

∘네트워크 회선사업자 변경
∘체코 시스템구축업체 선정
∘임직원 자메일 주소 환
∘정보시스템 통합작업 수행
∘운 (3단계) 비 체코인 

채용
∘신규 IT 정책 수립

한국 1,
(IT서비스
업체 2∼4)

국 1,  
체코 4
(외주

업체활용)

3단계
(2010년 

12월 이후)

∘ IT 통합계획 
수행 검(Review)  
결과보고
∘정보시스템 운 체계 확보
∘향후 통합 요구사항 비를 

한 한국 IT인력의 주재원 
발령

한국 1, 
체코 5

(운 인력)

 

4.3.2 수행 조직  역할

인수합병 이후 정보시스템 통합 로젝트 수행

은 인수회사인 두산 공업과 피인수회사인 체코 

스코다 워 회사를 심으로 총 6개 회사가 참여

하 다. 두산 공업은 로젝트 총  리를 하고 

그룹 IT 정책을 기반으로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수

행하는 역할을 수행하 으며, 체코 스코다 워사

는 기존 시스템 운  회사인 스코다 ICT 회사의 

TPA 종결 이후, 정보시스템의 운 을 해 IT운

 인력을 채용하고 지 상황에 합한 IT 정책

을 수립하 다.

나머지 4개 회사는 2006년 두산 공업이 인수

한 국 Babcock 회사로 체코지역에 지 이 있

어 유럽지역의 IT 환경에 한 조언을 하는 역할

을 수행하 으며, (주)두산 정보통신 회사는 두산

그룹의 IT서비스를 총 하는 회사로 그룹 공통시

스템을 운 하고 있어 분석  디자인 부분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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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하 다. 반면 피인수회사의 기존 IT서비

스 회사는 체코 스코다 ICT사로 인수합병 이  

IT 자산 실사 련 력을 하 고, 통합 시 재 

31개 보유 시스템과 인 라스트럭처 등에 한 자

료와 분석을 지원하 다. 체코의 IT서비스 회사는 

향후 피인수회사가 필요한 포탈  지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고, 지 IT 환경 조언  인 라스

트럭처에 한 통합 작업을 수행하 다.

두산중공업(韓)

• 인수회사
• IT 거버넌스 (그룹)
• 프로젝트 총괄

영국 Babcock

• 이전 유럽지역
M&A 회사

• 유럽 IT환경 조언
• Day 1 서비스 제공

㈜두산 정보통신

• 두산그룹 IT서비스
회사

• 그룹 공통시스템 서
비스

체코 스코다파워

• 피인수회사
• 신규 IT 운영 인력

채용
• IT 정책수립

체코 스코다 ICT

• 기존 IT서비스 제공
회사

• TSA에 따라 현지 IT
서비스 분석을 위한
자료 제공

체코 IT서비스회사

• 현지화 담당 IT회사
• 현지 IT환경 조언

[그림 5] IT PMI 참여 주체  역할 구도

국내 IT 컨설 회사 참여를 고려하 으나, 해외

지역 통합시 이  수행했던 유럽지역 인수합병 회

사가 참여하여, 컨설 회사가 수행하여  수 있

는 지 IT 환경 조언  통합작업을 지원하는 역

할을 수행했던 것이 특이 이라 할 수 있다. 지역

으로는 한국 2개, 국 1개, 체코 3개 회사가 참

여하 다. 이와 같이 인수합병 이후 정보시스템 

통합 분야에서는 인수  피인수회사 만이 포함되

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  련 역할을 수행

하는 회사들의 참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3.3 단계별 주요 략

본 사례로부터 도출한 해외기업 인수합병 시 

주요 IT PMI 략  성공요인은 1단계에서 인

수합병 상 시 IT 문가를 참여하여 입수합병 

이후 IT 통합작업에 비 하 으며, 인수합병 목

에 부합하는 통합 방식  모델을 략 으로 

수립한 것이다. 특히 본 사례에서는 해외기업 인

수 시 신규 해외시장 진출과 선진 기술 확보라는 

인수합병 목 에 따라 피인수회사의 정보시스템

이 공존(Co-Existence)하고, 그 목 에 따른 양쪽 

회사의 필요 부분만을 우선 으로 통합하는 융합 

(Synchronization)방법을 택하 다.

1단계 (Integration Plan)

• 인수합병 협상 시
IT 전문가 참여

• 인수합병 목적에
부합한 통합 모델 설정

• 이전 해당지역 인수합병
회사 인력 참여

• 해당 지역 IT 전문가
채용

2단계 (Implementation)

• IT 거버넌스 체계 수립

• 본사(한국)과의
협업체계
수립

3단계 (Operation)

  [그림 6] 해외 기업 IT PMI시 단계별 주요 략 
 성공요인

2단계 통합실행단계에서는 피인수회사의 지역 

환경을 인지하고 있는 기존 인수합병 회사의 IT인

력을 참여 시켰으며, 향후 시스템 유지보수를 

해 한국 IT 인력의 최소화 하고 해당 지역 IT 문

가를 채용하 다. 한국 IT 인력의 최소화를 해  

3단계에서는 인수합병 한 회사의 새로운 IT 거버

스(Governance) 체계를 수립하 고, 향후 한국

과 체코의 업체계를 수립하여 정보체계 통일성

을 확보하고 향후 시스템 개선 등을 비할 수 있

도록 하 다. 이를 요약하면 [그림 6]과 같다.

5.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

병하는 사례가 차 증가하는 을 감안, 우리나

라 표  기업의 최근 인수합병 사례를 통하여 

정보시스템 통합에 한 단계별 략과 방법론을 

연구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인수합병 

이후 정보시스템의 통합 계획 수립, 통합 실행, 운

 단계별 략과 방법론에 인수합병의 목 , 해

외 지 요소 특성, 통합 의지 등에 한 특이성

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학문 인 에서는 해외 기업

의 인수합병 시 정보시스템 통합 련 고려해야 

할 주요 이론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체계

인 연구의 기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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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 실제 사례를 통하여 인수합병 후 정보

시스템 통합 방법론 용을 검증함으로써 지식 축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인수

합병을 계획 에 있거나 인수합병 이후 정보시스

템 통합 략 수립이나 차에 한 실질 인 고

민을 하고 있는 기업과 실무진에게 본 사례연구에

서 살펴본 주요 통합 략과 방법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IT서비스 회사 측면에서는 

정보시스템 통합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 인수합병 

실사 시 IT 문가 참여, 인수  피인수 회사가 

속한 업종의 특징, 기업 측면의 인수통합 후 거버

스 수 을 확보하기 한 재무  인사 시스템

의 요성, 특히 해외기업 인수 후 정보시스템의 

운 에 한 지화 등이 통합 략을 수립하는데 

주요 고려 사항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사례연구는 에 지․발  산업에 

속한 인수합병 사례를 활용하여, 타 산업까지 방

법론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융 는 정보통신 업종 등 최근 해외 인수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업종을 사례로 활용하고, 

이를 일반화를 해서는 더 많은 사례조사가 필요

하다. 둘째 본 연구 심인 인수합병 이후 정보시

스템 통합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본 방법론을 다  사례에 용해 볼 필요가 있으

며, 시기 으로는 정보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진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시행해야 하는 한계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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