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JULY
No. 2



2008 JULY
No. 2

발행인 _ 김수 집필진 _ 이연희, 조현보, 김수 , 박성칠, 김 천, 이재호, 손수현

발행처 _ POSTECH 기술경 대학원과정, 기술경 혁신과정 후원 _ 한국산업기술재단

발행일 _ 2008년7월31일 연락처 _ 054-279-2692, 2693      인쇄및편집_ 포항삼양문화사(054-274-8881)



>>>

목차 Contents

이연희 조현보 김수

박성칠 김 천 이재호 손수현

서비스 이노베이션

5 이연희 The Next Big Thing - 서비스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전략

13 조현보 R&D 방식의 변화를 제안하며

17 김수 리드 이노베이션(Lead Innovation) 1：
혁신적인 마켓 인사이트
(Innovative Market Insight)

25 박성칠 일 하는 방법 (프로세스)의 혁신

29 김 천 조직 혁신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세 가지 열쇠

이노베이션 사례

35 이재호 벤처캐피탈과 혁신

기술과 경

41 손수현 기술사업화



52008 JULY. No. 2  |

실시간추적가능한컨테이너화물운송

전세계무역의 80%가컨테이너를통해대양을건너이동한다. 그러나최

근 컨테이너 입출항 또는 하역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촉구되고 있다.

연간 1만 TEUi에 이르는 컨테이너 화물이 항만 및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

에 의해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1/4 가량은 완전히 소멸되고 나

머지는 본선의 입출항 또는 선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ii 따라서 컨테이너 운송에 있어 안전성과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매우중요한이슈로대두되고있다.

이러한 문제는 선적된 컨테이너에 센서와 전자 컨트롤러를 부착하여 대양

을 운항 중에도 컨테이너에 실린 상품의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

고 위성을 통해 제품 발송자와 주문자에게 보고하게 함으로써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최근 IBM은 Secure Trade Lane Solution을 통해 예측 가능하

고 보다 안전한 컨테이너 화물 운송을 제안하고 있는 바 이는 Sensor net-

work, embedded controller,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satellite communication, ZigBee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구현

되고 있다.iii 그림 1에서 컨테이너 내 화물정보의 흐름과 적용기술을 잘 보여

주고있다.

The Next Big Thing - 
서비스이노베이션!

이 연 희
POSTECH 기술경 대학원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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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기업이라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요인을고려할것이다.

첫째, 다양한고객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어야한다.

커피 전문점인 Starbucks에서는 커피, 차, 우유, 시럽 등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통해까다로운고객의요구사항을만족시키고있다 (그림 2).

둘째, 고객과의협업을통해서비스가제공됨을기억해야한다.

모든서비스는고객스스로나고객의자산 (사물 또는 동식물)과 함께 이루어진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환자가 있어야 하며,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거울 앞에 앉은 고객

이 있어야 한다.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탑승하는 승객이 있어야 하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객이 금전적 자산을 위탁해야 한다. 위에서 사례로 든 컨테이너 화물 운송

의 경우처럼 물류서비스는 고객의 화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단 한번의 서비스

의실패는곧고객과의관계를위험에빠뜨리는결과를가져올수있으므로어떤서비스의

경우라도품질과프로세스에최선을다해야한다.

셋째, 서비스는고객에게특별한경험을제공하는것이다.

고객은 구매한 서비스의 결과를 경험(experience)과 기억(memory)으로 간직한다. 그

러므로 서비스 기업은 고객의 마음속에‘특별한’그리고‘잊을 수 없는’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종업원의 사소한 실수가 고객의 마음속에 불쾌감으로 남을 수도 있으며 2시간의 문

화프로그램이최고의감동으로남아막대한구전효과(word of mouth)를 내기도한다.

넷째, 고객의기대를넘어선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Beyond expectation’, 이것은 고객만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고객은 자신이

지불한 가격이상의 가치를 제공받아야 만족스러워한다. 예를 들면 2008년 5월 유럽축구

위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컨테이너가 언제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추적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container tracking service, 선적된 상품의 정보와 컨테이너의 입출항정보

등을 알려주는 container information service, 그리고 물류산업의 협업 플랫폼을 제공

함으로 사업 파트너사간의 선적서류 교환을 원활히 하는 supply chain process ser-

vice를 가능하게한다. 

서비스를차별화하려면?  - 다섯가지성공요인

GDP의 80% 이상, 전체고용의 70% 이상을서비스산업이차지한다는통계보고와함

께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은 생산 프로세스

상에서 input 대비 output을 측정하여 계산하는 바 서비스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일은 쉽

지 않다. 이는 input 요소에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라는,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사람’

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 시장경쟁에서 이겨야

하는것이기업들이당면한과제이다. 

서비스는눈에보이지않고 (intangible), 손에 잡히지않으며 (immaterial), 창고에 저

장해 놓을 수도 없으며 (nonperishable) 고객이 생산에 참여하는 (inseparable)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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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기업들은정보통신기술을활용을통해기존에제공하던서비스의품질을

향상시키고더나은고객가치를제공하는노력으로시장경쟁력을높이고있다.

[그림1] IBM’s Secure Trade Lane high-level Architecture

[그림2] 스타벅스의다양한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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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UEFA)에서 실시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팀의 박지성 선수의 활약을 기대

하며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않았던 많

은 한국 축구팬들은 박지성 선수의 결

장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맨유의 반대팬이 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림 3). 이와 같이

단 한번의 서비스가 고객의 기대에 미

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의 마음을 하루

아침에잃을수도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품질에일관성이있어야한다.

자주 이용하는 식당의 음식이 평소보다 짜거나 맵게 나올 경우‘주방장이 연애를 하나

보지?’라는 독일 표현이 있다. 주방장의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평소에 내던 맛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성 고객들이 단골 미용실의 단골 헤어디자이너를 찾는 것도, 젊

은이들이미지의해외여행중에맥도널드를찾는이유도서비스품질의일관성이어느정

도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서비스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 방법으로 서비스 상

품과프로세스의표준화(standardization)와 자동화(automation)를 들수있다.iv

서비스이노베이션을통한경쟁력확보 - 기업이해야할다섯가지

동남아 및 중국으로 제조설비가 옮겨가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경쟁력 심화로

인해 제조기반의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돌파구를 찾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서비

스 기업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선진기업들의 국내진출에 따라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

길대안을찾아야할때이다. 업종이나기업이처한상황에따라다양한방법을통해문제

를해결할수있겠지만저자는아래의다섯가지이노베이션방법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창의적인, 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자.

Google이나 Apple과 같이 기존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나 고객에게 커다란 가치

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통한

IPTV 서비스, 통신과 게임의 융합을 통한 인터넷 게임, 제조와 컨텐츠를 융합한 교통지

도서비스등우리는현재컨버전스시대에살고있다. 새로운눈과마음으로기존서비스

를뛰어넘는 new service creation이 필요하다.

둘째, 제품의서비스화 (servitization of product)를 하자.

최근 제조업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중요도와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제품과 서비

스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는 가운데 제품에 서비스 개념을 추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

고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Apple사의 iPod과

iTune,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SaaS(Softwar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를 기존의

package-based 방식에서 web-based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의

MPS(Managed Printing Service: 통합출력관리서비스, 기업의 프린트 상태를 모니터

링하고용지와토너공급을관리함)가 대표적이예가될수있다.

셋째, 보다이윤을낼수있도록서비스를판매하자.

제조기업이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차별화 전략을 시도할 때 고객에게 부가

가치를제공하는것뿐만아니라기업에게도직접적인이윤을가져와야한다. Reinartz 교

수는 Harvard Business Review지에서산업재서비스판매가이윤을내기위한단계를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v 즉, 제조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더 이상 제

조기업이 아니라 서비스 기업이라는 생각의 전환이며,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및 업인력확보, 그리고고객중심의사고를강조하고있다.

넷째, 서비스에과학을입히자.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Reinartz 교수가 제안한 것처럼 back

office의 프로세스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

세스와 고객접점에서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고객 가치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IBM이 주창한 SSME (Services Science, Manage-

ment and Engineer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수있다. 

INNOVATION INSIGHT 서비스 이노베이션

[표1] 산업재서비스를판매할때이윤을창출하는길

[그림3] 맨유결승전승리후박지성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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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서비스를브랜드화하자.

고객의 손에 쥐어 줄 수 없는 서비스의 특성 상 고객의 기억에 오래 남길 수 있는 방법

은 서비스를 브랜드화 하여 서비스 기업과 고객이, 그리고 고객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usinessWeek지의 Best Global Brand 2006에 따르

면 MS, IBM, Disney, McDonald’s가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Citi,

American Express, Merrill Lynch, HSBC, Goldman Sachs와 같은금융기업들과

Google, eBay, Yahoo!, Amazon.com 같은 인터넷 기업, 그리고 KFC, Pizza

Hut, Starbucks 등의 식음료 기업들이 100위 안에 선정되었다.vi 고객들은 이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를지라도 이름을 통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신뢰감을얻게된다.

서비스이노베이션 - 어떻게실현할것인가?

실시간으로 컨테이너 화물 운송을 모니터링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해 당사자

들이 컨테이너 도착 후 프로세스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총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것처럼 서비스 이노베이션은 서비스경제(economy of service)에서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서비스 이노베이션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최고 경 진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고를 갖고 행

동에 옮기는 일이다. 예를 들면 독일 Fraunhofer 연구소의 조사 결과 새로운 서비스 개

발에있어최고경 진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고한다.vii

또한 서비스 기업에서는 그 동안 각 부서에서 흩어져 수행하던 이노베이션 활동들을 파

악하고 전사차원에서 목표를 수립한 후 조직적으로 체계적인 절차와 프로세스, 산출물과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

노베이션활동이가능하게될것이다.

지금우리가기억할것은단한가지

“서비스이노베이션 - The Next Big Thing!”

서비스 이노베이션

서비스이노베이션은서비스경제(economy of service)에서경쟁력확보의지름
길이될것이다. 서비스이노베이션을실현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기업의최고
경 진이고객에게가치를제공하는최선의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사고를갖고
행동에옮기는일이다.

i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 container)의 약자
로써작은컨테이너한개가 20 FOOT(약6m) 규격임. 

ii www.kmi.re.kr/data/linksoft/00000003/417-s-
08.pdf.

iii Steffen Schaefer (2006), Secure Trade Lane: a
sensor network solution for more predictable and
more secure container shipments, OOPSLA’06,
Oct 22-26, 2006, Portland, Oregon, USA.

iv 이연희 (2008), 고객참여를 통한 서비스 프로세스의 혁
신 - 성과와 전망, INNOVATION INSIGHT 2008
March, 창간호, POSTECH 기술경 대학원과정.

v Werner Reinartz and Wolfgang Ulaga, How to
sell services more profitably, Harvard Business
Review, 2008 May, pp.91-96.

vi BusinessWeek 2006 Best Global Brand Top 100,
2006.8.6.

vii Workshop “Service Engineering”Fraunhofer IAO
Stuttgart, 20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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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원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기술의 연구개발

(R&D)을 통한 선진일류 국가의 건설을 꾀하 다. 그 결과, 아시아 뿐 만 아

니라 세계의 강대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나고 있는 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은 기

술확보를위한새로운 R&D 정책을강구할필요성을가지게되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는 개방형 혁신의 대표적인 구현 도구인 C&D(Con-

nect & Develop)가 출현하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R&D가

조직 내부의 역량 활용만을 강조하 다면, C&D는 기술 개발의 단계에 따라

외부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고 내부의 사용하지 않는 기술은 외부로 판매하

는 활동을 강조한다. 즉, 특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로벌 기술 시

장에서 최고의 기술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C&D 모델은 로벌기업인 P&G,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 등이채택하

고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출현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수명주기가 지속적으로 단축되는 상황이다. 현재 세

계의 과학기술계에서는 간혹 파괴적 기술혁신이 탄생하여 제품 가격을 반으

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가 애플의 iPod

R&D 방식의변화를제안하며

조 현 보
POSTECH 기술경 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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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맥을못추는것도이러한경우에속한다. 따라서경쟁력있는제품을신속하게개발하

기위해서는연구개발에있어서외부의기술을활용할필요가커지고있다.

C&D가 부상하는 둘째 이유는, 필요한 기술을 외부에서 찾거나 창고에 보관된 내부의

기술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을 보거나

이메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이 기업 경 에 필요불가

결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IBM 회장인 팔미사노는 인터넷은 전세계를 구석구석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기술, 인력, 기업 등의 로벌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하 다. 미

국에서는 이미, 퇴근 전에 인도의 전문가들에게 인터넷으로 문제를 전달하고 다음날 출근

시에그해결책을전달받아업무를수행하는새로운기업문화가생기고있다.

R&D 방식에서 C&D 방식으로의변화는우리에게위기이자기회로서작용할것으로예

상된다. 위기 측면에서는 우선, 오늘날의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만을 선호한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연구 개발하는 기술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위기의 또 한 가지 측면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을 찾는 역이 국내가 아닌 전 세계로 확장된 지 오래기 때문에, 국내 연구 기관이 아니

라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우리의 실질적 경쟁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도있다. 

첫째, 세계적으로 톱 수준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수 있는 기술 아이템을 개발해야

한다. C&D 시대에는큰규모의조직보다핵심가치를개발하는소규모의신속한연구집

단이효과적이다. 따라서우리만이잘할수있는것이무엇인지를찾는데집중해야한다.

둘째, 기술을먼저보지말고우리의핵심역량을발휘할수있는주제나문화를먼

저 정의해야 한다. 미래 은행, 스마트 도시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 MIT의 미디어랩이좋은사례가될수있다. 다음으로필요한기술을정하여개발하

거나 개발하기가 힘들면 기술시장에서 구매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기술을 개발

하기위하여“클린도시”라는주제를표방하여연구개발의초점을명확히하면어떨까?

셋째, 개선을 위주로 하는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는

연구 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구축해야 한다. 과학자나 기술자는 과학과 기술의 개선보

다무에서유를창조하는능력을보유해야한다.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 정책이 R&D에서 C&D로 옮겨가는 세계 시장의 추이에 맞추어

변화 발전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의 위상이 선진 기업으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그

만큼단축될것이다.

INNOVATION INSIGHT 이노베이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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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적인이노베이터들이공통적으로가진핵심역량은무엇일까?

그것은다음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1. 발견 (Discovery)：시장을새롭게정의하고창출하는혁신적인마켓

인사이트(Innovative Market Insight)의발견

2. 창조 (Creation)：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혁신적 고객 가치

(Innovative Customer Value)의창출

3. 실행 (Execution)：이전의 기업 생태계가 얻던 것보다 훨씬 큰 종합

적인성과 (Innovative Total Return)의실현

이번 호에서는 위의 세가지 역량의

첫 번째 단계인 혁신적 마켓 인

사이트의 발견에 대하여 알아

보자.

리드이노베이션(Lead Innovation)1: 
혁신적인마켓인사이트

(Innovative Market Insight)

김 수
POSTECH 기술경 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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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용 LG부회장이 미국 경제금융 전문방송사인 DNBC 특집프로그램에 출연하여

LG전자의혁신과관련해“고객인사이트를깊게이해하는데많은투자를하고있으며이

것이시장에서실패하지않는제품을개발하는방법”이라고강조하 다.

고객 혹은 마켓 인사이트는 한 마디로“시장에 존재하고 있으나 표면 상으로 드러나지

않은깊은욕구(wants)나 니즈(needs)에 대한이해”를의미한다.

고객의 깊은 니즈를 먼저 제대로 분명하게 파악하지 않고 추진하는 혁신들이 종종 기업

의내부적으로‘모양만그럴듯한집안잔치’로끝나고마는것을보게된다.

저자는 설립이래 10년간 적자로 일관해온 기업에서 80년대 초반 일을 한 적이 있다.

그러다가 그 기업을 떠나서 유학길에 오른 이후 약 10년 후 다시 그 기업을 위하여 수년

간 혁신관련 자문을 할 기회가 있었다. 10년 후에 다시 돌아와 본 기업은 여전히 적자

는데그이유는한가지 다. 그것은바로‘고객이간절히원하는것들중한가지도제대로

만족을 못 시키는 것’이 원인이었다. 이 기업은 소위 수주생산업체로 대형 구조물, 운반

기계, 플랜트 등을 고객에게 수주하여 생산하는 업으로, 고객이 가장 원하는 것은‘약속

한때에제기능과품질의제품을원하는곳에설치시운전완료하여가동시켜주는것’이

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만족하기 그다지 어렵지 않은 요구사항을 거의 한번도

제대로만족시키지못해온것이다.

그이유는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놀랍게도 이 기업의 최대 KPI가‘매출달성 원가절감’이었기 때문이다. 수 십년

의반복된적자경 속에서매년이기업의최대의목표는당해년도의매출목표달성과

최대한의 원가 절감을 통하여 올해만큼은 꼭 이익을 내보자는 것이었다. 그 지상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기업은 고객의 니즈와는 전혀 동떨어진 내부 프로세스에 온갖

노력과지속적인개선을추진해온것이다.

예를 들면, 원가 절감을 위하여 자재 구매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공사에 소요되

는 부재들을 함께 모아서 최소한의 강판 매수를 만들어서 발주를 낸다. 이렇게 하면 구입

하는 강판의 숫자는 줄어들지 모르나, 서로 납기와 사용처가 다른 부재들이 섞여서 처리

되므로 완벽한 부재관리 체제가 없으면 항상 강판이 모자라거나 원하는 부재를 필요한 시

점에 가공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강판들이 긴급 오더로 추가 발주가 나가거나 납

기 지연으로 이어지고 만다. 구매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더 많은 원자재 구매 비용과

납기지연에따른추가손실을발생시킨것이다.

적자가 날수록 모든 부서에는 늘 수많은 비상대책회의, 트러블슈팅회의, 긴급회의 등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다 보니 정작 기술적인 역량을 확보하거나 향상시키거나 지난 공

사에서의경험을축적할여유시간이부족하다.

예를 들어, 기본설계의 실력이 없다 보니 늘 생산설계의 단계에 이르러서 대부분의 정

확한사양들이결정이되고, 이는수많은설계변경과생산작업의수시변경을낳는다.

때때로 설계 변경이 생산에는 전달이 되었으나 구매에는 전달이 되지 않아서 엉뚱한 물

건이 현장에 투입된다. 재구매로 현장은 스톱되고 이 시간에 물량이 부족해진 생산은 급

하게다른물량을선투입하거나예정에없던현장대청소로시간을때운다.

선투입해서 미리 만든 반제품들이 때로 공장 내부의 공간 부족으로 공장 주위 도로를

점거하다가급기야는이것도모자라서회사주변에임시저장되기도한다.

주요 원자재인 강판들은 매년 그 재고량이 저장 능력을 초과하여 1년에 한번씩 정기 세

일을 해야 할 정도이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넘치는 강판들이 쌓이는데 생산에 투입해야

할 것들은 자주 품절이 발생하는 것이다. 강재 적치장의 한계를 초과해서 강판들이 쌓이

므로어떤경우는투입되어야할강판이너무많은다른강판들에깔려있어서도저히제시

간에빼낼수가없는것이다.

따라서 적당히 다른 강판을 찾아서 우선 투입하는데, 남의 공사용으로 들어온 자재를

쓰게되므로정작제공사에필요한자재를위해서후에긴급오더를또내는일이생기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생산 물량이 별로 증가하지도 않고, 현장에 일이 그다지 많지도 않

건만시간이흐를수록자재야드에는차곡차곡‘임자없는’강판들이쌓여만간다.

아이러니는 이러한 수 많은‘원가절감 적자탈출’의 노력들이 재무재표 상에서 원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수많은 불평 불만, 거의 한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납기

약속과많은품질불량과과다한 AS 등으로끊임없는원가상승으로되돌아온것이다.

이모든어처구니없는 <적자의순환>은왜어떻게일어난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기업이 탄생되고 성장해 가면서 거의 단 한번도 <외부에서 내부로의 인

사이트>를가져본적이없다는것이다. 다시말하자면‘시장과고객이원하는것이무엇이

고,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서깊은고민과통찰이없었던것이다.

수없이 많은 대책회의, 반성회의, 긴급회의들 속에서 늘 반복된 주제는‘어떻게 해야

원가를줄이는가? 매출목표가왜달성이안되는가? 원가상승과납기지연의책임부서가

어디인가?’ 다. 결국이사업부문은타기업에매각되어역사속으로사라지고말았다.

사라지기 전까지 아마도 이 기업만큼 최선을 다해서 온갖 혁신의 노력을 경주한 기업도

드물것이다.

많은‘혁신추진기업’들이가장흔하게하는실수는바로‘우리가뭘더해야하는가?’

에서혁신의출발점을잡는다는것이다.

INNOVATION INSIGHT 이노베이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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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를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잘, 더 많이, 더 크게, 더 낫게 하면 반드시 그것을 통

하여 혁신이 성공하고 나아가 기업에 더 큰 성과가 올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러

나대부분그렇게출발점을잡으면혁신과제는뭔가성과를낸것으로보고되고인정을받

을지모르지만, 기업의시장에서의성과는별로없거나있더라도크지않게된다.

기업 내부의 관점에서 아무리 현재보다 더 나은 방법과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찾아 보아

도 결과적으로 그 가치가 고객의 니즈에 부합되는 것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들이라면 아

무혁신의의미가없는것이다. 그리고매우자주‘우리가더해야할것들’에서시작하는

혁신은그러한방향으로흘러가게된다.

리드이노베이션의출발점

리드이노베이션의출발점은항상‘더깊은시장과고객에대한통찰’에서시작한다.

미첼즈(Mitchells)는 미국 코넥티컷주의 의류유통기업으로 연매출 6천5백만불에 직원이

200명인 중견 기업이다. 이 기업은 약 15만명에 달하는 모든 고객들의 개인 정보와 선호

도 (사이즈, 스타일, 구매한 SKUs(Stock Keeping Units), 구입가격 등)에 대한 방대한

고객 DB를보유하고있다.

약 30년 전에 이 기업은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카테고리(양복, 셔츠 등)별로 추적하기

시작하 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기업의 CEO인 미첼씨에게 한 마케팅 회사의 직

원이다음과같은질문을하 다.

‘사장님은고객들에대해서자신의재고에대한것만큼알고계십니까?’

이질문에충격을받은미첼씨는자신이수집하는정보가고객을중심으로, 특히고객이

구입하는아이템별로축적이되어야함을깨달았고, 그러한시스템을구축하게되었다.

요즘의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으로 보았을 때 그다지 놀랄만

한것이아니라고할수도있으나당시로서매우혁신적인일이었다.

오랜 기간에 걸친 고객에 대한 정보의 확보로 인하여 미첼즈는 각 고객의 매우 상세한

정보, 예를 들어 배우자, 자녀에 관한 정보까지 확보하고, 매일 고객 프로파일 정보의 업

데이트와추가를세일즈담당자에게피드백하고있다.

미첼즈의 핵심고객들(MVCs - Most Valuable Customers)은 한번 구매에 2,000불

이상을 쓰는 고객들로 규정되어, 이들에게는 CEO가 직접 개인 소식들을 제공한다. 또한

모든첫번째고객들에게는구매후 3일이내에개인노트를발송하고있다.

결과적으로이러한고객인사이트가더큰매출과이익으로이어지고있는것이다.

닌텐도의 혁신적인 게임기인 Wii는 경쟁기업이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에서 탄생한 것이다. Wii는 골수 게이머를 타겟 고객으로 잡지 않았다. 소니가

최고의 기술력과 그래픽, 전통적인 게이머들이 선호할 만한 고급 기능의 게임기를 만드는

동안에 닌텐도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새로운 개념의 게임기를 세상에 내

놓았다.

결과적으로‘더쉽게즐길수있는편리한게임기’가이전에감히게임기의고객이되고

자하지못했던성인들과유아, 여성고객들을순식간에새로운게임고객이되도록한것

이다.

온 가족이 간단한 기능의 Wii 컨트롤러(모션 감지기를 통하여 다양한 운동, 게임, 심지

어 요가까지 가능한)를 통하여 쉽고 빠르고 편하고 재미있게 게임의 세계에 동참하게 한

것이다.

닌텐도의 CEO 사토루 이와타씨는 말한다. “어떤 이들은 스크린에 돈을 쓴다. 그러나

우리는 게임을 하는 체험에 투자하기로 하 다.”고객과 시장에 대한 혁신적인 인사이트

가없이단순히경쟁자와기존가치의혁신만을생각해서는불가능한전략이다.

INNOVATION INSIGHT 이노베이션 전략

이모든어처구니없는<적자의순환>은왜어떻게일어난것일까?
그것은바로이기업이탄생되고성장해가면서거의단한번도<외부에서내
부로의인사이트>를가져본적이없다는것이다. 다시말하자면‘시장과고객
이원하는것이무엇이고, 그것을만족하기위해서내기업이가장중요하게
해야할것들은무엇인가?’에대해서깊은고민과통찰이없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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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이성공하는첫과정은언제나기업외부의깊은욕구와니즈에서시작된다.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선순환, 즉 <이익의 순환>을 만드는가를 아래의 다이나믹 순환구

조로알수있다.

모든혁신의출발선상에서반드시다음질문들에대한명확한답을가지고떠나야한다.

1. 누가우리의가장핵심고객들(Most Valuable Customers)인가?

2. 그들은어떤니즈를가지고있는가?

3. 그들이왜우리와거래를하는가?

4. 거래관계를넘어서MVC들과더깊은관계를구축하는길은무엇인가?

5. 고객의니즈를만족하고임팩트를내기위한더큰차별화는무엇인가?

세상에는 3가지의 C가있다고한다.

그것은 Customer, Competition 그리고 Choice이다.

고객이있으면반드시경쟁이있고, 경쟁이있으면반드시거기선택이있다는것이다.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비즈니스 경쟁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는 이노베이션 기업만

이살아남을것이다.
기업내부의관점에서아무리현재보다더나은방법과프로세스와시스템을찾
아보아도결과적으로그가치가고객의니즈에부합되는것으로전달되지못하
는것들이라면아무혁신의의미가없는것이다.
그리고매우자주‘우리가더해야할것들’에서시작하는혁신은그러한방향으
로흘러가게된다.

CChoiceCompetition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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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지속적으

로 혁신하는 기업문화를 갖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개개인의 습관을 바꾸기

위하여는 행동을 바꾸어야 하듯이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하여는 일 하는 방법

즉, 프로세스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혁신이 기업문화가 되기

위하여는경쟁환경의변화에따라일하는방법을혁신하는것이일상화되

어야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우수한 제품 (product leadership), 고객친

성 (customer intimacy), 우수한 운 (operational excellence)에 있

다고 한다. 이 세가지 모두 우수하거나 적어도 한가지는 매우 우수하고 나머

지는 평균 정도 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는 주요 요소들이 핵심기술, 브랜

드,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고객이 원하여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 때에 기획, 개발하고, 싸게, 좋게, 빠르게 생산, 판매하는 프

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많은 경 자들, 특히 엔지니어 출신의 경 자들

은 혁신적인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프로세스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

한다. 우수한 기술이나 우수한 사람이 우수한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우

수한 사람이나 기술이 모두 필요하지만 대박을 터트리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

하여는 우선 시장을 잘 읽어서 잘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기획해야 하

고, 이를 적기에 개발 출시해야 한다. 시장을 잘 읽기 위하여는 시장을 잘

일하는방법(프로세스)의
혁신

박 성 칠
삼성전자㈜ 자문역 및 대상㈜ 경 혁신 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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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상품기획을 잘 하기 위하여는 상품기획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개발을 잘 하기 위하여는 개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시장정보나 상품기획 아이디어 등은

하늘에서뚝떨어지는것도아니고, 어느날갑자기잘해보자고마음먹는다고해서되는

일이 아니다. 기업의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시장조사, 상품기획, 개발 등은 매일 그

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세스이다. 우수한 시장 조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면 시

장조사는당연히잘된다. 

시장조사가잘못되었는지, 상품기획이잘못되었는지를알려면, 그 프로세스를들여다보

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는 개선된 방법으로 실행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프로세스 개념이 없으면 매일 결과만 보면서 잘못되고 있다고 한탄하는 경 을 하

게 된다. 요행이 시장조사나, 상품기획이나 개발이 잘 되어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을 것

이다. 마침 천재 같은 직원들로부터 기막힌 아이디어가 나와서 근사한 제품을 개발할 수

도있다. 그러나이것이프로세스화되어반복되지않는다면또다시그와같은제품을기

대할 수는 없다. 즉, 개인기에 의존해서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우수한 인

력이 대박을 터뜨렸을 때는 어떻게 해서 대박을 터뜨렸는지를 알아내고, 이를 프로세스화

하여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한번의 대박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는 시대는

지나갔다. 디지털 시대에는 3-6개월이면 비슷한 제품이 출시된다. 지속적으로 대박을 내

기위하여는대박을내는프로세스가필요하다.

프로세스에 의존하는 회사와 개인기에 의존하는 회사 중 누가 궁극적으로 승자가 될 것

인가? 단기전에는 개인기로 하는 것이 우월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프로세스로

운 하는회사가승자가될수밖에없다. 당장의결과에대응하는것에만노력을기울인다

면 이는 결국 매일매일 불을 끄는데 시간을 보내게 되어 본질적으로 불이 나지 않게 하는

활동에는투자할자원이나시간이없게된다. 이는 개인들이운동을배울때도마찬가지이

다. 자기 편한대로하기시작하면처음에는운동신경이어느정도있는사람은,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워서 초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자세를 감수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더

잘할수있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일관성있게처음부터배운사람이지속적으로개선하

면서궁극적으로는훨씬잘하게된다는것을우리는경험을통해잘알고있다. 그래서우

리는늘기초를튼튼히하라고한다. 그래야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기때문이다.

경 자가 관리할 때는 결과로 나온 숫자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배경이 되는 프로세스를 점검해야 한다. 수요예측이 잘못되었을

때 숫자 자체가 왜 틀리는지를 따져 봐야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숫자를 만들어 낸

가정에 대하여 따져 보고, 어떠한 프로세스로 그러한 가정이 세워졌는지, 프로세스 중에

서어떠한부분이잘못되었는지를알아내어개선해야만같은실수를반복하지않는다.

‘지속적인 경쟁력의 핵심은 프로세스다’라는 것을 최고경 자를 포함한 조직 전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지속적인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도요타 방식의 가장

기본이‘올바른 프로세스가 올바른 결과를 낳는다’이다. 올바른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올

바른결과를얻을수있기때문에올바른결과를얻으려면올바른프로세스를가져야한다

는 것을 도요타의 경 자들은 굳게 믿고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 능력은 지속적으로 개선

되어야한다.

프로세스 능력 향상의 기본은 산포 감축과 평균 향상인데, 산포 감축이 평균 향상 보다

우선한다. 산포를 줄여야 항상 일관된 결과를 낼 수 있다. 개인기로 하면 그때그때 다르

기 때문에 산포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줄일 수 없다. 프로세스의 규칙을 정하여 표준화하

고, 그 규칙에서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표준을 변경하고 개

선하여, 표준에서 어긋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히 개선해야 산포가 줄어든다. 프

로세스 간의 신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산포이다. 프로세스의 결과가 들쑥날쑥하고

그때그때 다르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포를 줄이기 위하여는 프로세스를 우선 표

준화, 단순화한 후에시스템화하는것이최선이다. 이를 위하여는정보기술과 6시그마 개

선방법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 산포의 감축과 프로세스 내의 부가가치 없는 낭비의 제거를 통한 평균 향상은

한번에되는것이아니고지속적으로개선해야하는것이다. 이것이도요타방식의또다

른 핵심인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이다.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문

제가 드러나야 한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는다. 문제가 드러나게 하기 위

하여는 모든 프로세스에서 한 개씩 흐름생산한다는 개념으로 자재와 정보의 흐름을 빠르

게 하여, 문제를 감추는 재고 (버퍼)를 최소화하고, 문제가 발생하 을 때에는 업무를 정

지하고 문제를 즉시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운 상으로는 프로세스의 능력을 측정하는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의 목표를정하고실적과비교하여문제를드러낼수

있다. KPI는 고객만족과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 프로세스에 일관되게 top-down

방식으로 정해져야 하며, 그 주인이 명확할 정도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KPI의 목표를 정

하고 실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모든 프로세스가 합의하는 단일 계획을 주/월단위로

수립하고 계획대로 실행하고 계획 KPI와 실적 KPI의 차이를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PDCA (plan, do, check, act)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

이다. 이러한 KPI 목표는 매출과 이익에 연계되고 경 계획에 포함되어 지속적인 프로세

스 개선이 일상적인 경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전 직원이 지속적으로 개

선하는학습조직 (learning organization)이 되도록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정보시스템이다. 일상적인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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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하여 시스템이 처리토록 하고 사람들은 시스템이 하기 어려운 창의적인 업무에 집

중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먼저 프로세스를 바람직 한

모습으로바꾸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잘못된일을좀더효율적으로하는사태가발생

한다. 조직구조, 평가와보상체제, 필요인력양성등도모두프로세스가가장잘수행될

수있도록설계되고실행되어야한다.

INNOVATION INSIGHT

조직혁신의성공확률을
높이는세가지열쇠

김 천
POSTECH 인문사회학부 교수 / 리더십센터 부센터장

{
}

인텔(Intel)사의 앤디 그로브

(A. Grove) 회장은“우리는 지금 압축

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과거에는 10년

에걸쳐발전되어오던것들이오늘날에

는 불과 몇 년, 몇 개월 만에 발전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경 이론은더이상

존재하지않는다. 유일하게변하지않는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혁신을 수행해

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혁신은 기업들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

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

연적과제로받아들여지고있다.

혁신을 추진하는 조직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조직은 그리 많지

않다. 혁신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

고, 성과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가 반복되어

구성원들로 하여금 혁신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 수도 있다. 혁신

에 대한 냉소적 태도는 혁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소극적인 행

동으로표출되는부작용을낳게한다.

서비스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전략 이노베이션 사례INNOVATION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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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혁신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얼마나 자주 실행했는가보다는 얼마나 자주 성공하

는가가 더욱 중요하며, 실패를 최소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혁신의 성공

확률을높이기위하여주의해야할몇가지를살펴보고자한다.

Key 1. 혁신의필요성을판단하기위해효율성과효과성을
분석해야한다.

과도한 혁신은 누구에게나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적어도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의와 명분 모두

를 갖추어야 한다. 결국 효과성과 효율성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우리 조직이 혁신을 해야 하는가? 혁신을

추진한다면 어떤측면의변화가 필요한가? 어떻게 하

면 많은 저항 없이 성공적으로 변할 것인가를 고민해

야한다.

혁신을포함한모든변화를추진할때에는상대적으로적은노력으로큰성과를얻을수

있는것이중요한데, 이를 판단할수있는의사결정방법론이바로 2 by 2 Matrix를 이용

한과제의분류이다. 효과성을판단하기위하여필요한준거는혁신의전략적중요도와혁

신의시급성이고, 효율성을판단하기위하여필요한준거는혁신에소요되는노력, 혁신에

성공했을때기대되는성과이다(<그림 1> 참조). 

혁신에실패하는원인을조사해보면, 대부분계획단계와실행단계의엄청난차이로인

하여예상하지못했던난관에봉착하여실패한경우가많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러한

상황은혁신에대한효과성과효율성분석을통해과제들을분석하지못하고, 당장의필요

에의하여실행계획부터만들기때문일수있다. 따라서효과성과효율성에의해우선순위

가높은혁신과제를추출한뒤에는개략적인일정계획과더불어어떠한현상이발생할수

있을까에대한가상실험(simulation)을 통해실패확률을줄이려는노력이필요하다.

대체로최고경 진들은조직내에서실행되고있는많은변화프로그램들이일련
의연관성을가지고있으며, 전혀과도하지않다고이야기하는반면에중간관리
자나일선에있는구성원들은변화프로그램간의연관성을모르겠으며, 과도하
다고느끼는경향이있다. 변화나혁신을실행하는주체는중간관리자나일선에
있는구성원들임을한번쯤은생각하여야한다.

혁신을추진하기위해서는대의와명분모두를갖추어야한다. 결국효과성과

효율성을냉정하게분석하여우리조직이혁신을해야하는가? 혁신을추진

한다면어떤측면의변화가필요한가? 어떻게하면많은저항없이성공적으

로변할것인가를고민해야한다.

<그림1> 혁신의효과성과효율성을분석하기위한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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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3. 혁신의속도와강도를조절해야한다.

혁신으로 인하여 구성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의 속

도와강도를적절한수준으로조절하여변화에서오는피로감(change fatigue)을 예방하

여야한다. 

혁신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GE는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 지만 혁신의 속도를 언제 늦

추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1980년대에는 대량 해고, 조직구조의 재설계, 매각 등을

통하여급격한혁신을추구하 지만, 1990년대에는 벽없는조직의구축, 6시그마 등 보

다 덜 파괴적인 변화를 추구하 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적 쇄신과 사업 재편 등을

통해다시금급격한혁신을추진하는중에있다. 

혁신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前 IBM 회장인 루이스 거스너(R. Gerstner) 역시

변화의 속도 조절에 능숙한 CEO 다. 그는 변화나 혁신이 야기하는 조직 냉소주의

(organizational cynicism)나 조직 탈진(organizational burn-out)과 같은 조직안정성

관련 변수에 주의를 기울 다. 그는 혁신의 성공은 조직 안정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신념

을 가지고 있었으며, 커다란 혁신과

작은 혁신을 조절하 고, 급격한 변

화와 점진적 변화를 시의적절 하게

추진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도 조직

이 타성에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상 속에서의 작은 혁신들을 추진하

다. 

이러한 작은 혁신의 성공들은 향후

큰 혁신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구

성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고, 저

항을약화시키는역할을하 다.

Key 2. 혁신을단계별로구분해야한다.

혁신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수준도 일상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미지의 역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손에 잡힐 정도로 쉬운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

한 변화의 속성은 구성원들에게‘과연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회의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혁신 계획이 달성 불가능하다고 여

겨질 경우, 구성원들은 혁신에 부정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그림 2> 참조).

- 일상적인일에만집중하며,
혁신과제는애써무시하려함

- 우수한구성원들이조직을
떠날준비를함

적극저항형

- 필요한조치를취하기위해
상사에게면담을요구하는등
적극적으로변화를통제하기
위해노력함

자기통제형

- 혁신을잠깐지나가는
소나기처럼여기는경향

- 많은일이주어지기때문에
무엇을먼저하고, 어떻게해야
할지를알지못함

무기력형

- 야근을 해서라도 일상업무와
혁신과제를동시에달성하려함

- 심한 경우, 극도의 피로감을
느껴탈진함 (burn-out)

몰입형

적극적대응

가능한
변화

소극적대응

불가능한
변화

<그림2> 혁신에대한구성원들의반응유형분류

많은학자들이다양한혁신방법론을제시하고있지만그어떠한방법론도성
공으로이끄는만병통치약이라할수없다. 앞서제시한세가지열쇠도마찬
가지일수있다. 하지만최소한이러한부분에주의를기울이고, 자사의특수
한 상황에 따라 보다 진지한 고민들을 한다면 새로운 혁신에 대한 통찰
(innovation insight)을얻을것으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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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센터장을 맡고 있다. 1997년 홍익대학교

경 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1999

년에 경 학석사학위(인사조직)를, 2002년

에 경 학박사학위(HRM/HRD)를 받았다.

1997년 대한민국 산업기술대전 논문부문

에서통상산업부장관상을수상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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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겸임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포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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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한국산업인력공단의HRD 전문

위원을 맡아 여러 컨설팅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교육및연구관심분야는리더

십, 인적자원개발(HRD), 변화관리, 교육프

로그램기획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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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com, Callaway Golf, Cisco, Outback Steak-

house, Sun Microsystems, Yahoo, Apple, Google...... 업종은 상

이하지만 이미 각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온 이들

기업들의공통점은무엇일까? 각 업체들공히, 창업 초기신기술과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시중은

행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들의 미래성공가능성을 발

견한 미국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아 자금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상장과

동시에 주식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려 수많은 미래의 창업자들에게 꿈과 도전

의식을심어주었다는사실이다. 

미국의 중소기업투자법은“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

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위하는 신생기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 and high return)”을가리켜벤처기업이라규정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생기업들이 운 하는 사업아이템의 기술성과 사업성

을 평가하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자금을 투자하는 업체들이, 흔히 미국경제의

성장엔진의한축을이루고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는벤처캐피탈이다. 

벤처캐피탈은대체로첨단기술을수행하는업체에투자를한다. 그리고 첨

단기술인 경우에도 이미 성숙한 산업보다 성장산업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벤처캐피탈과혁신

이 재 호
POSTECH 기술경 대학원 교수

{
}

서비스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전략 이노베이션 사례INNOVATION INSIGHT

Key 1. 혁신의필요성을판단하기위해
효율성과효과성을분석해야한다.

Key 2. 혁신을단계별로구분해야한다.

Key 3. 혁신의속도와강도를조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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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다. 이는 성장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시장선점우위(first-mover advantage)를

누릴 가능성이 큰 업체가, 이미 시장구조가 잘 짜여진 산업에 후발주자로서 진출하는 기

업보다 벤처캐피탈에 고수익을 안겨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벤

처캐피탈의 현재 투자동향이 바로 한 국가경제 및 첨단산업의 발전방향을 측정하는 바로

미터라고할수있는것이다. 

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1980년대 컴퓨터, 1990년대 인터넷,

2000년대 생명공학과 나노기술 업체에 투자를 집중했던 벤처캐피탈이 이제는 대체에너지

를 미래투자의 핵심 역으로 보고 투자업체발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

발도상국가들의 수요 증가 및 공급감소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석유의 대체

자원으로서의 태양 및 풍력 등 그린에너지가 세계에너지시장의 주인공으로 급부상할 것으

로 예상되면서, 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과

거 컴퓨터와 인터넷 혁명을 주도했던 벤처캐피탈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빠르게 움직

이고있다는것이다.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대단위의 자금을 투자할 능력이 있는 기

관투자가들의 주목을 끌기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워드 중의 하나가 바로‘에너지’란

단어이다. 페이팔의 공동창업자 엘른 머스크는 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개

발하 고, 구 의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석탄보다 가격이 저렴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한 수단(a way to make renewable

energy truly cheaper than coal)’으로서 Google.com 우산 아래 Google.org라는

별도의 기관을 운 하기 시작하 다. 이외에도 선마이크로시스템 창업자 중의 한 명인 비

노드 코슬라, 사용자들의 컴퓨터를 네트웍으로 연결하는 이더넷을 개발했던 로버트 메트

컬프, 실리콘밸리빅쓰리벤처캐피탈회사중의하나인‘클라이너퍼킨스코필드 & 바이

어스’의 세계적인 투자가로서 이미 구 과 아마존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존 도어, 괴짜기

업가로 유명한 국의 기업가 리챠드 브랜슨 등이 21세기 경제에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할

대체에너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으며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의 벤처캐피탈업체

인‘빈티지포인트 벤처 파트너스’는 2007년 벤처기업들이 대체에너지개발에 투자한 금액

이 22억달러(약 2조 3000억원)에 이르 다고발표했다. 

벤처캐피탈의 관심은 첨단기술 자체라기 보다는 그 기술이 창출해낼 미래의 시장 규모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은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랩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

중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하여 최종적으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하기를 원

벤처캐피탈은첨단기술을수행하는성장산업에투자를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
는성장산업의선도기업으로시장선점우위(first-mover advantage)를누릴가
능성이큰업체가, 이미시장구조가잘짜여진산업에후발주자로서진출하는기
업보다벤처캐피탈에고수익을안겨줄확률이훨씬높기때문이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동향은바로한국가경제및첨단산업의발전방향을측정하는바로미터라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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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즉 벤처캐피탈이 한 국가경제 내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바로 시장성 있는 기술의 선별이며, 벤처캐피탈은 기술의 시장성을 투자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벤처캐피탈은 무수히 많은 기술 중 시장성 있는 기술을 선별하여 투자를 감

행하고, 그 혁신기술과 시장의 수요를 연계시킴으로써 창업기업이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

서그기술이더욱시장친화적이되어마침내높은수익을거둘수있도록, 축적해온전문

지식과 능력, 경험을 통하여, 혁신을 수행하는 해당 업체를 지원하는 일종의 경제시스템

이라고말할수있다. 

미국 벤처캐피탈업체들이 최근 대체에너지 시장에 눈을 돌리고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체에너지기술의 시장규모가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커졌음을 반증하는 하나의 실

례라고 할 수 있다. 대학과 기업의 상호교류와 연구개발기능을 강화를 통해 대학이 보유

한 기술을 기업화하면서 성장한 미국 서부의 실리콘밸리, 동부의 보스턴 지역, 노스캐롤

라이나의 리서치트라이앵 지역 등 미국의 벤처밸리(venture valley) 지역들은 이번에도

수많은 대체에너지 관련기업의 창업을 주도하면서 대체에너지혁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

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대체에너지에대한벤처캐피탈의지대한관심과몰려드는투자에대해일각에서는 90년

대 말부터 2000년도 초까지 주식식장의 활황세를 주도했던 Dot.com 붐이 그랬듯이 결

국‘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

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혁신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성공률은 어느 시대나

10%를 넘지 못한다. 하지만 그 10%에 속하는 기업들을 통해 또 하나의 구 , 페이팔,

선마이크로시스템이 배출될 줄 누가 알겠는가. 재능있는 기업인이나 가능성있는 기술 및

시장수요를 지속,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기업화하는 데에 수십년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온 미국의 벤처캐피탈업계가 어떤 신생기업을 발굴하여 미국대체에너지산업의 혁신을 이

끌어갈지기대되는바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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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은무수히많은기술중시장성있는기술을선별하여투자를감행

하고, 그혁신기술과시장의수요를연계시킴으로써창업기업이성장, 발전

하는과정에서그기술이더욱시장친화적이되어마침내높은수익을거둘

수있도록, 축적해온전문지식과능력, 경험을통하여, 혁신을수행하는해당

업체를지원하는일종의경제시스템이다.

혁신기업에대한벤처캐피탈의투자성공률은어느시대나10%를넘지못한

다. 하지만그10%에속하는기업들을통해또하나의구 , 페이팔, 선마이

크로시스템이배출될줄어떻게알겠는가. 재능있는기업인이나가능성있는

기술및시장수요를지속, 체계적으로개발하여기업화하는데에수십년의지

식과경험을축적해온미국의벤처캐피탈업계가어떤신생기업을발굴하여

미국대체에너지산업의혁신을이끌어갈지기대되는바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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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캠브리지대에서기업경제학(Business

and Management Economics) 분야로 경

학박사를 취득하 다. 동 대학 기업연구

센터(Centre for Business Research) 연구

원 그리고 국 버밍엄대 경 학과 국제경

및 전략경 (International Business and

Strategic Management)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포스텍 기술경 대학원 조교수로 재

직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기업지배구조

와성과, 기술혁신정책과경제발전, 그리고

벤처 캐피탈 등의 국제경 학 및 기업경제

학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이이재재호호교교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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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INSIGHT 기술과경

미국 상무성 보고서에 의하면, “10건의 R&D 프로젝

트중에서기술개발에성공하는프로젝트는 4건에불과하

며, 이렇게기술개발에성공한 4건중에서사업화에성공

하여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1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결국 R&D투자에 대한 궁극적인 성공확률은 건수를 기준

으로 할 때 1/10밖에 안되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

술개발보다는 특히 기술사업화의 생산성이 낮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R&D의 성공확률을 감안하면, R&D 프로젝

트는 R&D 투자금액에대비하여최소 10배, 더 나아서수

십배이상의목표를가져야한다는결론이나온다.

따라서 R&D는 개선 (Improvement)의 역이라기보

다 혁신 (Innovation)의 역에 속하게 되며, 이러한 혁

신활동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할 것인가, 즉 기술경

(MOT, Management of Technology)이 중요한 이슈

로대두되게되었다.

기술사업화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기술자산을 사업적가치로 실현하는 Value 창출의 과정이며, 
이를통해 사업성과의 평가지표로 효과적인 R&D 모델을 제시될 수 얻는게
기술사업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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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는 Technology Push 형에서기인하 다고한다.

프로젝트 관리는 기술확보를 위한 임시조직인 프로젝트 팀을 정해진 개발기간동안 주

워진인력과자원을효율적으로운 하여기술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것이다.

최근에는프로젝트관리가통제의개념에서탈피하여창의적인활동이이뤄질수있도

록 하기 위해 간략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즉,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기 보다는 MBX

(Management by Exception, 예외관리)의 개념에서, 프로젝트진행상에문제가발생

할 경우 이를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해 나가는 지식경 의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개발의 Framework에 있어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기

술기획을 위한“외부 (External) 환경과 변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를 위

한“내부 (Internal) 인프라의구축”이그것이다.

기술사업화의 Framework

이와같은기술개발의결과물로서기술자산이창출되게되는데, 기술자산은여러가지

형태로표현된다.  가장중요한기술자산인특허 (IP)를 비롯하여, 디자인, 설계도면, 프

로그램, DB, 공정도, 기술보고서, Knowhow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기술자산은 해

당기업의현금자산과맞바꾼소중한무형자산인것이다.

이러한기술자산은향후기술사업화를통해기업의현금자산을창출할수있는잠재력

(Potential)을 지닌 것이므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술자산 관리에 있어서의 주요

활동들은다음과같다.

- 기술가치평가：기술개발을통해확보한기술자산은과연얼마만큼의가치를

갖고있는것일까.

- IP 포트폴리오：기술자산중에서특허를경쟁자에대해어떻게구사하는것이

가장바람직할것인가. 

- 기술사업화전략：기술을어떻게구체적인사업의형태로전환시킬것인가.

기술자산이잠재적인가능성, 즉 Potential 이라면, 기술사업화는이를사업적가치로

실현하는 Value 창출의과정이라고할수있다. 

즉, 기술자산이라는 Potential을 현금자산이라고하는 Value로 전환시키는활동이기

술사업화인것이다.

기술경 의통합 Framework

기술경 (MOT)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money (R&D투자)를 Technology

(기술자산)로 바꾸는“기술개발”(Technology Development)과, 이 Technology (기

술자산)를 다시 MONEY (사업성과)로 바꾸는“기술사업화”(Technology Commer-

cialization)라는두개의분야로나눌수있다.

기술경 의 2대 분야인 기술개발 (Technology Development)과 기술사업화

(Technology Commercialization)에 대해살펴보자.

기술개발의 Framework

기술경 이제대로되기위해서는우선기술개발이잘되어야할것이다.

기술개발의 Framework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는 각각“기술기획”과“프로

젝트관리”이다.

기술기획은미래에유망할것으로기대되는기술을발굴하는것으로서, 이를위해서는

사업비전 및 전략에 입각하여 기술기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Technology

Push (기술개발 선행형)보다는 Market Pull (사업기획 선행형)이 유효한 전략이 될 것

이다.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기술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들의 80%는 Market Pull 형에

기술과경

[도표] 기술경 (MOT)의통합Framework



기술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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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산을 Value 창출로전환시키는형태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 내부활용 : 한 기업의 연구소에서 확보한 기술자산을 해당 기업의 기존 사업부를

통해 사업화시키는 것으로서, 대개“기존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

으로한다.

- 벤처창업 : 기술을 사업화할 적합한 사업부가 없을 경우, 기업 내에 새로운 신규

사업팀을 조직하거나 기업 외부에 새로운 벤처를 창업시키는 것으로

서, 대개“신사업창출”을목적으로한다.

- 기술판매 : 기업의 내부에 적당한 사업부가 없거나 새로운 사업체제를 갖출 여건

또는 역량이 없을 경우, 외부의 제3자에게 기술을 제공하여 사업을 수

행하게 하고, 그 사업적 성과의 일부분을 기술료의 형태로 실현하는

방법이다.

기술경 의성과

기술경 의성과는투자수익률인 ROI (Return on Investment)로 나타내는데, 이 지

표는일반경 에서도널리사용되는것으로서, R&D의성과평가도다르지않다.

즉, 기술개발에투자된 R&D투자비와기술사업화에투자된사업화투자비가 Input인데

반해, Output은 사업적성과인사업가치 (NPV, Net Present Value)로서나타낸다.

결국, ROI는 다음과같은수식으로표현될수있다.

예를 들면, 기술개발에 8억원이투자되었고, 또한 이 기술의사업화를위해 1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이를 통해 실현된 사업가치가 30억원이라고 하자. 이러한 경우의 ROI는

[30억원/(8억원+12억원) - 1 ] = +50%가될것이다.

ROI가 (+)로 평가된다면 해당 연구소는 Profit 센터라고 할 수 있지만, (-)라면 Cost

센터라는멍에를벗어나기힘들것이다.

4세대 R&D, 즉 R&BD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를 지향하기 위해

서는 과정 (Process) 중심의 평가보다는 성과 (Output) 중심의 평가가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즉, 특허건수, 정보보고건수, 개발일정준

수율, 개발투자비 집행율 등과 같은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지표를 평가하기보다는, R&D의

궁극적인 목표인 기술사업화를 통한 사업성과

를평가지표로하는것이더효과적일것이다.

이를위해연구원들에대한보상체계에도혁

신적인변화가필요하다. 기술개발의결과물인

기술자산 중에서 특허출원에 대해“출원보상”

제도를운 하는경우가많은데, 여기에 기술

사업화의 결과물인 사업가치 실현에 대한“실시보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PS (Profit Sharing)의 차원에서 해당 기술개발에 소요된 R&D투자비를 초과하는 사업

가치를 실현할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를 해당 연구원에게 실시보상이라는 인센티브

로제공할필요가있다. 이를 통해연구원에게는성과지향의 R&D라는동기유발 (Moti-

vation)을, 해당 기업에게는사업가치실현이라는일석이조의결과를낳을수있을것이

며, 궁극적으로바람직한 R&D의모델이제시될수있을것이다.

사업가치 (NPV, Net Present Value)
ROI (투자수익률) = ──────────────────── - 1(%)

기술개발투자비 + 기술사업화투자비

현재 T&B컨설팅 대표 및 한국외국어대 겸

임교수로, 1982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학

사학위를받고, 1984년 KAIST 산업공학석

사, 82-84 삼성중공업 생산관리실 대리,

88-95 삼성전자(기술원)기술기획 차장,

95-99 삼성자동차 상품개발 부장, 2000년

손진투자자문 투자상담사, 2000-2003년

삼성전자(기술원)사업개발 수석부장을 역

임했다. 주요 관심분야는 기술경 (MOT)

과 기술사업화(Technology Commercial-

ization)이고, 저서로는“기술사업화”(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 2007년)이있다.

손손수수현현대대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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