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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하면가장먼저떠오르는것은무엇입니까?

‘아, 신난다’, ‘꼭해야지’, ‘내가먼저’, ‘재미있겠다’입니까? 대개아닙니다. 

가장먼저혁신이라고하면떠오르는것은‘힘든것이또왔구나’입니다.

만약그렇지않다면그개인이나기업은정말훌륭한혁신성공케이스라할수있습니다.

애석하게도<혁신= 어려운변화를힘겹게 고가는것>이라는공식이수많은크고작

은혁신체험후에우리대부분에게각인되어있기때문입니다. 마치우리모두가어릴적에

힘겹게했던공부에대한추억이평생공부를매우힘들고괴로운과정으로기억되게한것

과같습니다.

사실학습이란우리가살기위해서음식을먹어야하듯이자기발전을위한필수과정인

데도불구하고밥먹기에비하여훨씬어려운일로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혁신에대한두

려움과저항이많은개인과조직들로하여금더큰발전과성공을위해서반드시해야할것

들을주저하고꺼리게만들곤합니다.

이어려운혁신을이제는쉽고빠르고더높은성과를내는새로운패러다임으로바꾸어

야할시대가되었습니다. 그것이바로 <이노베이션인사이트> 창간호를기획하고발간하

여국내기업과기관의경 자및실무전문가들께작은혁신의지식과경험들을모아서함

께공유하고자시도하게된동기입니다. 마침 2006년부터정부의지원으로설립된포스텍

(포항공대) 기술경 대학원교수진이주축이되어기업에서혁신을리딩하시는분들과함

께첫번째연구보고서를내게되었습니다.

<이노베이션인사이트>는다음의취지를가지고정기적으로발간되어관계기업및기관

등에제공될것입니다.

1. 제품, 서비스, 기술,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스및경 혁신에관한연구와사례등을복합

적으로구성하여국내관계기업과기관등에제공한다.

2. 다양한분야의경 진과전문가들사이에혁신에관련된아이디어와연구, 사례, 경험, 트

렌드등을공유함으로써국내기업과기관들의혁신에기여하며경 진및전문가들간의

협력및교류네트워킹을가능케한다.

3. 향후본보고서와관련된다양한서비스프로그램(교육, 세미나, 포럼, 교류회등) 추가적

인서비스를관심이있는기업과기관에제공한다.

4. 집필진은 포스텍 기술경 대학원 교수진, 포스텍 기술경 혁신과정(PAMTIP) 연구진과

국내외관련교수진및기업의혁신관련전문가들을초빙하여구성하며, 그내용에대한

저작권과책임은해당저자들에게있다.

5. 본연구보고서는정부지원사업(지식경제부와교육과학기술부의지원과한국산업기술재

단주관의‘기술경 학위과정지원사업’)의일환으로사업성과의일부를공익을위하여

확산하기위한것임을밝히며지원기관들에심심한감사를전한다.

첫시작을위한발걸음인만큼내용이나구성에서매우빈약하고크게도움이되지않을

수도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작은발걸음이꾸준히이어지고발전하여더큰목표인‘이

노베이션에대한최고의가치가있는통찰들(Insights)을 제공하는보고서’로성장하도록

관계자모두가함께노력할것입니다.

바쁘신중에도불구하고첫보고서에참여해주신모든집필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

며, 앞으로독자여러분들의큰사랑과관심과후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novation Insight Editor, 포스텍 기술경 대학원 교수 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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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급수적 변화의 시대

레이커츠웨일(Ray Kurzweil)은 발명가이자미래학자이며가장높은정확

도로 현재의 기술적 진화에 대해서 예측해온 사람으로 손꼽힌다. 그가 주장

하는 21세기의변화의속도는‘매 10년마다변화의양이이전 10년의두배

가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 선조들께서 발견하셨던‘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이러한 속도의 변화를 소위 기하급수적 변화

(Exponential Change)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기술적 환경적 변화들(대

표적으로 반도체의 트랜지스터 집적도, 컴퓨팅 속도, 통신 속도, 인터넷 사

용자, 인류 수명, 지구 온도 변화 등)이 이러한 패턴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수록 당연하게 수반되는 결과는 그와 똑 같이

경쟁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성공하기가 매 10년마다 이전보다

2배로힘들어진다’는것이다.

이렇게매순간빨라지는변화에대하여적절한대응방안은무엇일까?

그것은‘변화의속도만큼혹은더빠르게혁신하는것’이다.

이노베이션(Innovation)이 현대 경 의 핵심 화두인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

라할수있다.

성공을위한이노베이션전략: 
리드이노베이션(Lead-Innovation)

김수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기술경 대학원 교수

{
}

이노베이션 전략 서비스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사례INNOVATION INSIGHT



이노베이션의 두가지 전략

이노베이션은크게두가지유형의전략으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는‘체이스 이노베이션’전략(Chase-Innovation Strategy) 이다. 앞선 선두주

자들이가는길을따라서열심히빠르게그들의성공과실패의과정을면 히분석하고배

우고응용해감으로써결국에그들을따라잡는전략이다. 

이러한 혁신의 패러다임이 많은 아시아의 기업들이 미국 등 선진 기업들을 뒤쫓아 오늘날

의 위치에 올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다. 때로 비싼 수업료나 기술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미 시장과경 실전에서검증되어위험부담이낮은‘최고의방식들’(Best Practices)

이나앞선기술과시스템을도입함으로써때로선두주자를추월할수도있는경쟁력을갖

추게된것이다.

두번째는‘리드 이노베이션’전략(Lead-Innovation Strategy) 이다. 이것은 선두

주자이거나 선두에 나서기 위한 혁신 전략이다. 남들보다 앞장 선 위치에 서서, 시장을

창출하거나 넓혀 가면서, 남들이 가능한 쫓아오기 어려운 방식으로의 혁신을 창조해 내면

서달려나가는것이다. 

앞에는오로지텅빈공간이있을뿐, 따라가거나배울수있는그럴듯한대상들이없는

경우이다.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전략이지만, 성공했을 경우 그 성과는 매우

큰전략이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 질수록 성공에 필요한 전략은 두 번째의 리드 이노베이션이 되

고 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지난 20세기의 변화 속도에서는 후발들도 선두 기업

들을따라잡을만큼의여유와시간이허용되었다. 

한 변화의 파장이 다음 변화 파장으로 소멸되기까지 사이에 후발 주자들도 어느 정도

선두를따라갈만한넉넉한시간적간격이있었던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기하급수적 변화의 시대에는 그럴만한 여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게임의 법칙이 바뀌어, 한번 뒤처지면 더 이상 추격 불가능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따라

서 다윈의 <적자 생존의 법칙> 대신에, ‘변화를 주도해 가는 개체들(Change Leaders)

이 살아남는다’는 <주도자생존의법칙>이적용되게된것이다.

가속화가낳는개인과조직에대한큰도전은바로위그림으로알수있다.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린 시절에 이미 대부분의 학습이 완료되고 익숙해져 있는 우리

자신과빨라지기만하는변화의속도를쫓아가기점점더힘들어하는조직을어떻게현재

와미래의가속화된변화에새롭게적응시킬것인가가바로모든개인과기업들의큰과제

이다. 이 과제를제때에제대로풀지못하면결국매우빠르게도태되는것이다.

많은 이노베이션 전문가들이 다윈(Darwin)의 진화론을 인용하여 혁신의 필요성을 주장

한다. 소위‘가장 강한 개체(The Strongest)가 살아 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적응하

는 개체(The Fittest)가 살아 남는다’는 것이 변화와 혁신의 전문가들이 애용하는 법칙이

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하급수적 변화, 혹은 와해성 변화(Disrup-

tive Change)의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 이론이다. 다윈의 진화론은 장기간에 걸쳐 매우

서서히 변화해 온 생태계에서의 성공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그 긴 시간 속에는 변화에 대

해충분히적응할‘시간적여유’가있었던것이다.

그렇다면어떤이노베이션전략과방법이급격하게변화하는환경과경쟁구도에서성공

하기 위하여 필요한가? 앞으로 본 시리즈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이에 대한 적절한 방향과

해답을찾고자한다. 먼저전략적관점에서크게어떤방향으로가야하는가를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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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다

<<< 그림1. 기하급수적변화의도전

INNOVATION INSIGHT 이노베이션 전략

세상의변화에가속도가붙을수록당연하게수반되는결과는그와똑같이
경쟁이가속화된다는것이다. 한마디로‘성공하기가매10년마다이전보다
2배로힘들어진다’는것이다. ‘체이스 이노베이션’ ‘리드 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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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이노베이션의대표격인애플(Apple)이나 구 (Google)과 같은스타급혁신기업들

외에도리드이노베이션전략을펼치는성공기업들이새롭게등장하고있다.

샌프란시스코의 크러쉬패드(www.crushpadwine.com)사는‘맞춤형 와인 비즈니스’

를 세상에 내놓은 혁신적 와인제조기업이다. 이 회사는 고객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와인

용 포도들을 선택하여 양조를 위탁하고 자신이 도안한 레이블을 붙여서 적은 수량의‘나

만의 와인’을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창출하여 와인 애호가나 소규모 와인상인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와인을 만들기 위한 거대한 농장과 설비가 없이도 개인이 자신

만을위한맞춤형와인을즐기거나판매할수있게한것이다. 기존의와인고객들을포함

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의 경쟁자들이 감히 쫓아오기 어려운 가치를 제공한 리

드이노베이션의사례이다. 당연히수익성이일반대량생산와인보다높을수밖에없다.

미국의 Whole Foods Market은 매장 단위 면적당 수익이 가장 높은 슈퍼마켓이다.

유기농 농산물과 환경 친화적 상품, 그리고 고급스러운 매장 분위기로 차별화한 이 기업

은대다수유통업체들이Wal-Mart의 20세기형이노베이션모델을열심히연구하고따라

잡고 있을 때, 새로운 타겟 마케팅, 품위 있는 장보기, 환경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직원들

에 대한 파격적 대우 등을 통한 리드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

업에매년선정되고있다.

리드 이노베이션 전략

과연리드이노베이션은어떤것인가? 그것은 다음의세가지속성을만족시키는것이라

고정의할수있다.

1. 시장을 새롭게 정의하고 창출하는 혁신적인 마켓 인사이트(Innovative

Market Insight)

누구나 똑 같은 시각과 전략에서 보아온 이전의 시장을 새롭고 혁신적인 전략

적시각에서바라보는시장에대한새로운인사이트가반드시필요하다.

2.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혁신적 고객 가치(Innovative Customer

Value)

이미 누리고 있는 가치를 좀 더 낫게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훌륭한 경쟁 전략

이 아니다. 고객이 간절히 원해온 가치, 누림으로써 비로소 발견하게 된 가치,

혹은너무나놀라운가치라서이후에도저히그가치수준밑으로내려갈수없

는가치를제공해야한다.

3. 이전의 기업 생태계가 얻던 것보다 훨씬 큰 종합적인 성과 (Innovative

Total Return)

나만의 성과를 위한 혁신은 결국에 전체 생태계의 측면에서는 큰 성과가 없거

나심지어손해가되기도한다. 지속가능한혁신은생태계내의모든참여자들

로하여금종합적인성과를함께누릴수있도록하여야한다.

구 이제공한쉽고빠른검색엔진에의하여재창출된새로운검색시장(이전에이미

존재하 으나누구도수익을내지못하던시장), 

애플의스티브잡스가제공한편리한음악다

운로드와탁월한디자인의플레이어(iPod)

에 의한새로운MP3 시장(이미성숙한

시장에서누구도따라하기어려운새

로운서비스모델의창조) 등이바로

이러한속성들을만족시킨리드이노베

이션에의하여창출된시장과이노베이

션성공사례들이다.

변화의속도가빨라지면질수록성공에필요한전략은변화를주도해가는
<리드이노베이션>이되고있다. 다윈의<적자생존의법칙> 대신에, ‘변화
를주도해가는개체들(Change Leaders)이살아남는다’는<주도자생존
의법칙>이적용되게된것이다.

INNOVATION INSIGHT 이노베이션 전략

혁신적 종합 
성과

(Innovative 
Total Return)

혁신적 마켓 
인사이트

(Innovative 
Market 
Insight)

혁신적 고객 가치
(Innovative 

Customer Value)

Total
Profit

Total
Profit

체이스 이노베이션
기업들

체이스
이노베이션
기업들

리드
이노베이션
기업들

리드 이노베이션 기업들

20C 이노베이션 패러다임 21C 이노베이션 패러다임

<<< 그림2.
20C와21C의
이노베이션
패러다임변화

그림3.  >>>
리드이노베이션의

세가지속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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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포스텍(포항공대) 기술경 대학원과

정의교수로, 1979년서울대학기계공학학

사, 1981 KAIST 생산공학석사, 81-84 삼

성중공업근무후, 1988년 미국 UC버클리

대학에서산업공학박사를받고, 89-93 미

국Rutgers대학조교수를거쳐93-현재포

스텍에재직중이다. 90년도초반부터현재

까지국내기업들의다양한혁신관련자문

과연구활동을하여왔다.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SDI, 삼

성SDS, 보르네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을비롯한기업들의정보화를통한프로

세스혁신, 혁신및정보전략, 변화관리등

의프로젝트에참여하 다. 주요교육및연

구관심사는이노베이션전략및방법론, 이

노베이션핵심역량개발, 변화관리등이다.

INNOVATION INSIGHT

김김수수 교교수수

EE--MMaaiill :: ssooookkiimm@@ppoosstteecchh..aacc..kkrr

리드이노베이션전략의핵심은아래의통찰들(Insights)을 바탕으로하고있다.

1. 경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찾기 보다는, 이미 경쟁이 있더라도 그 시

장을 포함한 더 크거나 혹은 경쟁 방식을 변화시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면

그것이 더 나은 전략이 될 것이다. 노키아(Nokia)의 수익 창출은 중저가 시장

이라는 기존의 핸드폰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던 시장에 대한 리드 이

노베이션의산물이다. 

진시황제가‘불로초를 찾아오라’는 미션을 주어 수많은 이들을 머나먼 어디론

가 보낸 대신에, ‘불로초를 개발하라’는 미션으로 연구개발센터를 만들었다면

중국은 오늘날 로벌 바이오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새로운 것을 멀리서 찾

아내기보다새로운각도와통찰로현재의시장을바라보면더나은답이있다.

2. 혁신적인 가치, 즉 고객의 입장에서 알고는 있었으나 누리지 못했던, 혹은 새

롭게 누림으로써 비로소 알게 된, 크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야만 한다. 구

(Google)이 제공한 새로운 가치는 검색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색의 결과

가 매우 쉽고 빠르게, 그리고 매우 높은 적합성을 가지고 제공되었다는 것이

다. 리드 이노베이션은 새로운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가치를 기존의 기업들이

전혀보지못하고있는곳에서창조해내는것이다.

3. 더 큰 종합적 성과란 단순히 기업의 더 많은 매출과 순익만이 아니라, 고객이

누리는 가치와 기업이 거두는 재무적 성과, 조직원들(Employees) 및 공급자

와 협력사들이 얻는혜택, 주주가 얻는 기업가치, 그리고 사회적, 환경적, 윤

리적 성과들을모두포함한종합적가치평가(Total Valuation)가 되어야 한다.

결국 기업 생태계의 전체적인 구성원들이 종합적으로 지금보다 더 큰 성과를

함께 누리게 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혁신이 되는 것이다. iPod의 성공이 음악

제공자, 컨텐츠 개발사, 액세서리 공급자등수많은생태계구성원들에게공동

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현재와 같이 지속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기여와 실제노력하는 데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위상이 높아지

지못하는큰원인은이러한관점을간과하고있기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핵심 주제인 리드 이노베이션 - 시장을 새로운 각도에서 창

출하여 이 시장을 선도할 혁신적 고객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종합적 성과를 내는

이노베이션 - 에 대하여 개념적으로 알아 보았다. 이러한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

에 필요한 통찰과 추진 방법에 대하여 향후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소개해 나가고자

한다. 관심있으신경 진, 전문가및실무진의많은의견교류와협력을기대한다.

리드이노베이션전략의핵심통찰들은:
1. 경쟁이없는완전히새로운시장을찾기보다는, 이미경쟁이있더라도

그시장을포함한더크거나혹은경쟁의게임법칙을변화시킨새로운
시장을창출한다면그것이더나은전략이될것이다.

2. 고객의입장에서알고는있었으나누리지못했던, 혹은새롭게누림으
로써비로소알게된, 크고새로운가치를제공해야만한다.

3. 더큰종합적성과란단순히기업의더많은매출과순익만이아니라,
기업생태계전체의종합적가치평가(Total Valuation)가되어야한다.

이노베이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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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 에서나 나라 경 에서나 근래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개혁이나혁신(Innovation)이다. 급변하는경쟁환경에서지속적으로성장하

기 위하여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혁신한다는 것은 경쟁 환경에 따라 변

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니 혁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속적인 혁신이라는 말은 다

분히 모순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혁신은 개선과 비교할 때, 변화의 폭이

크고, 변화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패할 위험도 커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는 개선이라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

다. 그러나 근래에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급격히 변

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변화가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경

활동에 뿌리 내리고,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혁신 활동이 한 방향으로 일사

불란하게실행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전사적인 팀을 구성하여 한 번에 해치우고 잊어버리

는 혁신이 아니고, 고객이 원하여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 때에 빨리 기획, 개발하고, 싸게, 좋게, 빠르게, 제때에 생산, 판매하여

지속적으로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극대화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객에

게 가치를 부여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결과적으로 브랜드 가치도

향상되게 된다. 근래의 인터넷을 축으로 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지속적으로혁신하는기업문화

박성칠

삼성전자㈜ 자문역 및 대상㈜ 경 혁신 고문

{
}

이노베이션 전략 서비스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사례INNOVATION INSIGHTINNOVATION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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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화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워낙 짧아지고, 차별화하기가 어려워져 급속히 상용품

(commodity)이 되는 경 환경에서는 더욱 더 혁신활동이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경 활동

이 되어야 한다. 즉, 지속적인 혁신이 기업문화가 되어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이고, 지속적인혁신을기업문화로갖고있는대표적인기업들이토요타와 GE이다.

태생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인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기업문화로 만드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기업문화는 모든 기업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선

적으로 기업문화를 바꾸자는 것은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개개인의 생활에서 생각이 바

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데, 이를 기업에 적용하면 습관이 기업문화이다. 습관을 바꾸기 위하여는 행동을 바꾸어

야 하듯이,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하여는 행동 즉, 일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지속적

으로 혁신하는 기업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 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

이 일상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생각이 바뀌어야 하듯이, 일하는

방법을 바꾸기 위하여는 그 이전에 왜, 어떻게 일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회

사차원의공감대가있어야한다.   

개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행동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흡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작심하고 금연을 실행하는데 많은 경우에 3일을 넘지 못하여 작심삼일이라고 하듯이, 머

리로는 이해하여도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습관이 바뀌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매우 어

려운 일이다. 시작된 금연을 지속하는가는 우선적으로 금연의 필요성에 대하여 얼마나 절

박하게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병이 발견되어 금연을 하지 않으면

수명이상당히단축되는경우에금연성공확률이높다. 기업이거의부도가날지경에이

르 을때혁신의당위성에대한공감이가장잘이루어지는것과같다. 

변화의당위성에대하여공감하면무엇을어떻게변화해야하는가를알아야하는

데 흡연에 대한 새로운 행동은 금연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는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

은 알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기업은 망하게 된다. 근래에는 정보

의 홍수로 총론적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아는 것 같지만, 실재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정도로알지못하여혁신에실패하는회사들이많다.

어떻게 금연을 실천하든지,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기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금연 후

에 몸의 상태가 흡연 때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면, 금연이 지속될 수 있

고, 웬만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금연을 습관화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한 두 번

금연을 실행해 보고 실패한 후에는‘아, 나는 안 된다. 혹은, 그냥 이대로 살자. 나아가

서, 흡연이 뭐 그리 대단히 나쁜가.’등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나마 운이 좋으면 건

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에 비로소 금연하고, 더 일찍이 금연하 으면 좋았을 것이라

고후회한다. 

기업의 혁신 활동도 다르지 않다. 한 두 번 유행하는 혁신 활동을 실행하여 보고, 일

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이나 생산성 저하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전의 방

식으로 돌아가 실패한 후에 ’우리는 달라서 안 된다.’고 자위한다. 운이 좋으면 망하기

직전에 배수의 진을 치고 혁신활동을 하여 회생하게 되고, 더 일찍이 혁신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개개인은 금연을 일생에 한 번 하면 되지만 기업은 금연과 같은 혁

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혁신 활동이 기

업문화가되게하는것은개개인이금연을습관으로하는것보다훨씬어려운일이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금연을 하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을 못하고

건강에심각한문제가생긴후에나금연을성공하는사람들이많듯이기업이잘나갈때,

별문제없어보일때일하는방법을지속적으로바꾸어지속적인혁신을기업문화로만드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변화를 위하여는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필수적인데 변화를 해

야만 하는 이유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혁신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

직에서성장할수없다는것을모든임직원들이알아야한다. 이를위하여혁신목표를개

개인의 평가와 보상체제에 포함하고 조직적으로는 혁신 목표를 달성해야만 경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혁신에 전 임직원들이 참여하게 하고 혁신활동을

일상적인경 활동과연계할수있다. 

운 측면에서는 우수 인력으로 혁신팀을 구성하고, 고객과 가장 가까운 판매/마케팅에

서 혁신을 리드하도록 해야 한다. 우수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법을 고도화 할

수 있으나,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조직 구축, 성과에 따른 평가와 보상, 우수

인력 양성, 교육 등의 변화관리를 통하여 전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새로운 일하는 방

법을 적극적으로 실행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일상적인 경 에

녹아 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단일 계획대로 실행 (Performance to a Single Plan)’

을실천하는것이다. 

습관을바꾸기위하여는행동을바꾸어야하듯이, 기업문화를바꾸기위하
여는행동즉, 일하는방법이바뀌어야한다. 지속적으로혁신하는기업문화
를만든다는것은지속적으로새로운일하는방법을적용하는것이일상화
된다는것을의미한다.

INNOVATION INSIGHT 이노베이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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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 단위로 모든 프로세스가 합의하는 단일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하고 계획과

실행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PDCA(Plan, Do, Check, Act) 사이클을끈질기게반복하는것이다. 이를 통하여급격

한변화에따른일시적인생산성저하를극복하고, 일 하는방법의혁신, 즉, 프로세스혁

신활동으로매출과이익이성장하는것을여러번체험하고나서야만비로소지속적인혁

신활동이기업문화가될수있는것이다.

혁신목표를개개인의평가와보상체제에포함하고조직적으로는혁신목
표를달성해야만경 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통하여혁신
에전임직원들이참여하게하고혁신활동을일상적인경 활동과연계할
수있다.

현재삼성전자㈜자문역및대상㈜경 혁

신고문으로재직하고있으며, 1978년서울

대학교경 학과를졸업하고, 1987년미국

Oregon university에서 경 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미국 Illinois State University에

서 교수로 재직 후, 1993년 삼성전자 경

혁신팀장이사, i2 Korea 사장, 2003년삼성

SDI 경 혁신본부장 전무, 2004년 삼성전

자경 혁신SCM 그룹전무를역임하 다.

주요관심분야는경 혁신, SCM, 프로세스

혁신등이다.

박박성성칠칠박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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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실패에대한사후평가는거의이루어지지않는다. 그러나 만

약 실패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 실패가 제품생산이나 마케팅, 기

계나 재정상의 문제보다는 조직 내 리더의 불화와 더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게될것이다. 개인적인능력보다는최고위층과구성원간의유대관계에따라

조직의성패가결정된다. 만일조직내리더가협조하기보다상대방을헐뜯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조직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조직구성원들은 경쟁자들과의 무한경쟁에서 승리하여 우리 조직의

성장에기여해야한다는사실을잊어버리고결국에는조직을이탈하고만다. 

조직이 분열될 때는 삐걱거리는 경고음이 자주 들린다. 대표적인 예로는 조

직 내 가장 뛰어난 역량을 소유한 사람이 조직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거나,

조직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조직이 분열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여기에서는 외국기업의 사례와 서양고전에 나타난 사례 두 가지를 통해 실패

의대부분은최고경 층의리더십부재에기인한것임을살펴보고자한다. 

구성원의지지없는혁신과전략은
조직을와해시킬뿐이다. 

김 천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기술경 혁신과정 주무교수

{
}

이노베이션 전략 서비스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사례INNOVATION INSIGHT

사업상실패에대한사후평가에서실패의대부분원인은조직
내리더와구성원사이의불화에서비롯된것이다. 조직내리
더가협조하기보다구성원을헐뜯는데더많은시간과에너지
를낭비한다면조직에부정적인 향을미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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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커펜(Parker Pen)사의 제임스 피터슨 사장의 실책

1980년대 초반 제임스 피터슨이 파커펜

(Parker Pen)사의 사장으로 취임하 을 때, 회

사의 미래는 매우 밝아보 다. 파커사는 세계적

으로 유명한 필기구 브랜드 중 하나 지만, 제임

스가 사장으로 취임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불

행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필기구 판매액이

1억 7,500만 달러에서 1억 5,000만 달러도 못

미치게 줄어들었으며, 이윤 역시 10% 이상 감소

하 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가 1986년 1월 끝

내 회사의 주력사업인 필기구 부문이 국의 한

개인회사로넘어갔다.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실패의 표면상 이유는 마케팅전략을 잘못 세운 데 있

었다. 파커사는 150개가 넘는 국가에 판매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같은 획일적인 마

케팅관리를 하고 있었다. 피터슨과 그의 핵심측근들은 로벌 마케팅주의를 채택하여 전

세계에 한 얼굴, 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각국의 필기구 시장이 다양하고

제각각이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로 이 전략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대체로

만년필을 애용하지만 스웨덴 사람들은 볼펜을 더 선호한다. 또 어떤 시장은 가격에 민감

한 반응을 보이고 어떤 시장은 그렇지 않다. 획일화된 로벌 마케팅 전략으로 파커사는

급격히기울어져갔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니 모르고 있던 심각한 원인이 따로 있었다. 파커사를 몰락시

킨 것은 잘못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바로 경 스타일 때문이었다. 피터슨과 핵심측근들

은 엄격하게 경 의 집중화를 강화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에 일치하지 않는 의견들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터슨 사장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마침내 임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직원들

의 사기를 진작시켜 회사의 웅대한 계획에 힘을 쏟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침내 파

커사의팀워크는깨져버리고말았다. 

2. 트로이의 불화 : 아가멤논과 아킬레스의 갈등

조직의 분열은 분명 조직의 재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500년 전 유럽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호머는

<일리아드>에서 유사한 사례를 밝히고 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리아드>는 트로이전

쟁 10년 중 몇주동안의이야기이다. 그러나 단순한전쟁이야기이상의내용을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직운 의 통찰력이다. 우리는 <일리아드>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욕망과 조직의 요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

할수있다. 

주요 인물은 오만하고 독단적인 그리스의 왕 아가멤논과 지략이 뛰어난 용사 아킬레스

이다. 그리스의 총원정군은 현재 터키 북서쪽 작은 언덕 위의 소도시 트로이를 정복하기

위해 성벽 외곽에 수 년 동안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병사들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군수품 조달이 날로 어려워졌으

며병사들의 린월급이늘어나기만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

에서 아가멤논이 뛰어난 전사들을 독려

하고 그들의 충성심을 북돋우기에는 능

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는

아킬레스를 격려하여 트로이를 함락하

도록 애쓰지는 않고 자신이 아킬레스보

다 용감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만

더 급급했다. 아킬레스의 전리품을 탐

낸아가멤논은이렇게말했다. 

“그대의 아름다운 여인 브리

세스를 내가 취하리라. 내 몸

소 그대의 전리품을 가지러

그대의 처소에 갈 것이오. 내

가 그대보다 얼마나 더 강한

지 이제 알게 될 것이오.”

아가멤논의 탐욕은 즉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역사상에 기록된, 불공정한 이

익분배에 대해 부하가 불만을 토한 최초의 이 사건에서 아킬레스는 상사에게 불만을 드러

내는여느부하와같은반응을보이며다음과같이말하 다. 

INNOVATION INSIGHT 이노베이션 전략

피터슨사장과핵심측근들은경 의집중화를강화했다.
자신들의신념에일치하지않는의견들을받아들이지않았고, 피터슨사장
은남의말을듣지않고일방적으로말하는습관을가지고있어서주요임원
들이결국자리에서물러나기로결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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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신은 나를 위협해서 내 전리품을 앗아가려고 하는군요. 그것은 내

가 고생해서 얻은 것이고 우리 그리스 병사들이 준 선물이요. 그리스 군대

가 트로이의 철옹성 같은 요새를 점령했을 때에도 나는 당신과 똑같이 전

리품을 가진 적이 없소. 힘든 전투의 대부분은 내가 치러냈는데 전리품을

배분할 때는 언제나 당신이 좋은 것은 더 많이 차지하고, 전투에 지쳐서

배로 돌아오면 내 몫은 조금 밖에 남아 있지 않았소.”

조직의 최고 위치에 있는 아가멤논은 비참한 실패를 맛보게 된다. 아킬레스의 전리품을

차지함으로써 아가멤논은 아킬레스에게서 그의 가장 중요한 힘의 상징을 빼앗아 버렸다.

그러자아킬레스는많은부하들이이와비슷한상황에처했을때취하는것과똑같은행동

을 했다. 더 이상 전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대대(大隊)를 다른

곳으로빼돌렸다. 

추측해보건대 아킬레스는 적군인 트로이를 위해 싸웠을 것이다. 아킬레스의 자존심을

망가뜨린 것이 그리스에게는 무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아킬레스가 없는 그리스 군대는 전

투에서 많은 인명을 잃었다. 이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은‘최고경 자가 조직의 결속을 다

지지 못하면 결과는 재난뿐이다.’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는 전투에서 패하고 전세(戰勢)가

기울어졌다. 

아가멤논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방법을 바꾼 것은 오래지 않아서 다. 아킬레

스와 그의 병사들이 그리스 군대를 떠나 그럭저럭 지내고 있을 때 아가멤논은 아킬레스에

게귀환하도록회유했다. 

“내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어 기꺼이 그의 마음을 돌리도록 할 것이다. 먼

저 여러분 앞에서 훌륭한 내 선물들을 열거해 보겠소. 한 번도 불에 대본

적이 없는 삼발이 일곱 벌, 황금덩어리 열 개, 번쩍거리는 큰 냄비 열두

벌, 경마대회에서 우승한 힘센 말 열두 필 등등. 내 그에게 레스보스의 여

인 일곱 명도 선물로 줄 것이오. 그들과 함께 내가 그에게서 데려 왔던 브

리세스도 돌려주리다. 그리고 나의 아들 오레스테스와 동등하게 대할 것이

오. 일곱 개의 성도 주고 말이오. 만일 그가 마음을 바꾸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보낼 것이오.”

그러나 이 방법은 소용이 없었다. 아킬레스의 반응은 냉담했으며, 아가멤논을 위하여

일하지않았다. 이 사례는“일단마음이떠난부하는금은보화를가지고도그마음을다시

살수없다”는사실을입증하고있다. 

조직에 새로운 경 자가 취임했을 때, 보편적으로 자신의 철학을 조직에 색칠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직은 대의명분이나 비전

에 부합되지 않은 변화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결국 최고경 자는 취임하고 나서

자신의 색깔을 입히기 이전에 최고경 자가 바뀐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됐다고 인지하고

있을 구성원들을 찾아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그들을 어떻게 동기부여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서서히 입혀나가야 한

다. 최고위층이 바뀌고 나서 조직이 심하게 요동치거나, 핵심인재들이 이탈을 하게 되었

다면그조직은분열이이미시작되고있다는사실을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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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새로운경 자가취임했을때, 보편적으로자신의철학을조직에색
칠하고싶어한다. 하지만조직은대의명분이나비전에부합되지않는변화
에는더욱민감하게반응한다.  
먼저구성원들을찾아그들의생각과욕구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며, 변화
의당위성을공감해야만조직은안정속에서혁신을모색할수있다.

현재 포스텍(포항공대) 기술경 혁신과정

(PAMTIP) 주무교수로재직하고있다. 1997

년 홍익대학교에서 경 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1999년에 경 학 석사학위

(인사조직)를, 2002년에 경 학박사학위

(HRM & HRD 전공)를받았다. 1997년대한

민국산업기술대전논문부문에서통상산업

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01년부터

롯데제과 연수원 및 ㈜대교의 HR 및 혁신

교육을 담당하 고, 홍익대학교 강사와 가

천의과학대학교 의료경 학부 겸임교수를

거쳐 2006년 포항공과대학교 리더십센터

총괄책임연구원을역임하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HRD 전문위원을 맡

아여러컨설팅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 주

요 교육 및 연구 관심분야는 리더십, 인적

자원개발, 변화관리, 교육프로그램기획등

이다.

김김 천천박박사사

EE--MMaaiill :: kkyycc11112255@@ppoosstteecchh..aacc..kkrr



A씨는 2년 전뇌출혈로쓰러져죽을고비를넘긴후규칙적인운동

을 시작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고 있다. 회사의 바쁜 업무시간

을 쪼개어 월 1회 병원을 찾을 때마다 원무과에서 수납대기를 위해 장시간

기다릴때면안절부절하지못했던 A씨가요즘은가벼운마음으로병원을갈

수 있게 되었다. 검진 예약시간에 맞춰 검진을 마치면 병원회원카드와 신용

카드를 이용해 병원 곳곳에 설치된 자동수납시스템을 통해 곧바로 진료비를

정산하고나올수있기때문이다.

핸드폰, 스마트카드,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각종 인터넷 서비스

(shopping, banking, 티켓 예약 및 발권 등)를 생활의 일부로 활용하는 젊

은 소비자들은 병원에서의 진료비 계산이나 예금, 송금, 출금과 같은 은행업

무 또는 공항에서의 탑승권 발급과 같은 간단한 서비스를 위해 굳이 창구직

원을 찾기보다는 자동화기기를 더 선호한다. 기기에서 안내하는 데로 몇 가

지 개인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원하는 서비스가 자동으로 처리됨으로써 대

기시간을크게단축시킬수있기때문이다.

의료, 금융, 법률, 교육, 문화상품과같이대부분의서비스상품은항상서

비스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생산하는 특징을 갖는다.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을 하고, 고객에서 fund 상품을 판매하며, 의뢰인에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고객참여를통한서비스프로세스의
혁신- 성과와전망

이연희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기술경 대학원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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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이 있는 자리에서 음악이 연주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서비스상품은 사람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서비스 상품의 혁신은 다름아닌 서비스제공자와 소비자의 혁신

이다.

최근 서비스기업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도입과 스마트한 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생

산에참여시킴으로써서비스프로세스를혁신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즉, 기존에는서

비스기업의 종업원이 처리하던 업무의 프로세스를 표준화, 자동화하여 소비자 스스로가

기꺼이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소매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ATM:

automate teller machine), 공항과항공사가설치한무인탑승권발급기-(CUSS: common

user self service), 지하철의 자동운임징수시스템-(AFC: automate fare collection), 대

형병원의무인자동수납기를활용하도록하는것이다.

1980년대 초 은행들이 현금자동지급기를 국내에 처음 도입했을 때 현금인출기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으나 2008년 현재 전국에 약 10만 여대의 현금자동지급기가 보급

되었으며 유인창구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은행고객들이 간단한 입출금, 송

금, 통장정리, 공과금납입 등의 업무를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스스로 처리함으로써 약

30%의 기존 창구업무를 줄여주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소매은행의 경우 10여 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인력으로 당시와 비교해 약 4배 이상 늘어난 업무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자

동화시스템도입을통해창구업무량을대폭줄인것도큰기여를했다고한다. 더 나아가

추가 인력이나 많은 시설비

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전국

곳곳에 새로운 점포망을 개

설하여 고객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고객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원할 때 입출금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므

로 시공간을 초월한 편리하

고 안전한 서비스에 대해 만

족하게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130개 공항에서 현재 무인탑승권발급기(CUSS)를 운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늘어나는 공항 이용객들을 설비의 증설 없이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이용객들에게 편

리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방법이다. CUSS는 여러항공사가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

무인탑승권발급기로써 공항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구직원의 업무를 줄일 수 있

으며이용객은스스로 check-in을 함으로써창구에서기다리는시간을절약할수있다.

국내 공항에는 2004년 도입이래 2008년 3월 현재 약 55대의 CUSS가 설치되어 있

으나 아직은 은행의 ATM기처럼 적극 활용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항공사가 공항에 배치한 인력가운데 약 50%가 고객서비스인 창구업무를 담당하게 되

므로앞으로 CUSS 이용객이증가한다면항공사의인력운 에큰도움이될것이다.

국내 대형종합병원들은 병원운 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병원서비스

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병원종합정보시스템(IHIS: inte-

grated hospital information system)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병원의 원무관리와 진료 체

계를종합적으로전산화한시스템으로병원의예약, 수납, 보험 등원무관리와진료를위

한진료체계그리고방사선검사, 병리 검사, 약제 업무등을관리하는진료지원체계를

종합정보체계로개발한병원자동화시스템이다. 

병원정보화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들이 피부로 느끼는 편리함 가운데 하나는 무인자동

수납시스템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진료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검진환자의

경우간단한진료비를계산하기위해원무과창구에서장시간기다릴필요가없어졌다. 병

원은 수납대기 손님을 무인자동수납시스템으로 유도하여 단순한 수납은 환자 스스로가 처

리하도록 함으로써 정말로 상담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잘 운 되어 best practice로 회자되는 서울 아산병원의 경우 1999년 4

대의무인자동수납기설치를시작으로 2008년 현재약 26여대를운 중인데일일전체

수납의약 40%가이시스템을통해처리되고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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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상품은사람과사람에의해만들어지므로서비스상품의혁신은다름
아닌서비스제공자와소비자의혁신이다



현재 포스텍 기술경 대학원의 교수로,

1986년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

고, 외국계 Robert Bryce 무역부에서 근무

후, 독일 Berlin 소재 Technical University에

서 경 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고, Berlin

소재 Free University에서 2001년에 경 학

박사(마케팅)학위를받았다. 

2001년부터LG CNS 기술연구부문기술전

략그룹장을 역임하 고, 2007년부터 포스

텍에재직중이다. 주요교육및연구관심사

는기술마케팅, 기술전략, 서비스마케팅전

략등이다.

이이연연희희교교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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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교통시스템을 활용하려면 교통카드가 필수적이다. 시민들은 각자

소지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교통카드를 가지고 자동운임징수시스템(AFC)을 통과함으로

써역무원의도움없이교통서비스를활용하고있다. 이 시스템은서울시가편리한대국민

서비스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실현한 것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역무원의 역할을

시민들이대행하고있는것이기도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비스 기업들은 발달하는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고 똑똑해지

는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서비스 프로세스를 혁신함으로써 기업에게는 성과를,

고객에게는가치를제공할수있다. 기존에는서비스기업의종업원이제공하던업무를이

제는 고객이 직접 처리하게 하고 종업원은 도우미의 역할만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고객

만족도가높아지는것이야말로서비스의혁신이라고할수있다 (그림 1).

이렇게 고객을 참여시키는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의 결과를 서비스 기업에서 아직 재무

적성과로까지연결시키지는않고있으나대표적인정성적성과를요약하면아래와같다.

첫째,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를 창출한다. 고객들이 언제 어디

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고객가치와 만족도를

증가시킨다.

둘째, 서비스기업은 외부생산요소인 고객참여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내부생산요소인

인력을효율적으로재배치하여인건비를절감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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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서비스기업의종업원이제공하던업무를이제는고객이직접처
리하게하고종업원은도우미의역할만을수행함에도불구하고고객만족
도가높아지는것이야말로서비스프로세스의혁신이라고할수있다

고객참여를통한서비스프로세스혁신을위해서는프로세스의표준화, 신
기술의도입, 종업원과고객의새로운프로세스에대한학습, 그리고경 진
의적극적인개선의지가필수적이다

셋째, 서비스기업 종업원들은 기존의 단순업무를 자동화기기와 고객에게 넘기고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에 집중함으로써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전체서비스품질의향상으로이어질수있다.

그러나 고객참여를 통한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서는 프로세스의 표준화, 신기술

의 도입, 종업원과 고객의 새로운 프로세스에 대한 학습, 그리고 경 진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에 드는 초기투자비용 이외에도 은행의 경

우 창구를 찾는 고객이 감소함으로써 신상품을 판매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 항공사의

경우위조여권과같은심각한보안문제를해결해야하는숙제가남아있다. 

항공사와 병원 등에서 선보이고 있는 자동화기기를 활용한 고객참여 서비스는 컴퓨터와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젊은 소비자들에게 앞으로 더욱 선호될 추세이다. 고객참여를 통한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소비자의 긍정적 호응인 바 이를 위해서

는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일이 중요하

다고하겠다. 
<<< 그림1. 고객참여를통한
서비스프로세스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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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포스코에서는 1999년 민 화를 앞두고 공기업적 경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 기업 체질로 변모하기 위해 PI를 추진한 이래 3기에 걸쳐 강력한 경 혁

신활동을지속적으로펼쳐오고있다.

1기 혁신인 PI(Process Innovation)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등 전세계 베스트 프랙티스가 내장된 패키지 시스템을 도입함으

로써디지털정보경 체제를구축하는것으로‘99년부터‘02년까지 3년여에

걸쳐진행되었다.

포스코의 PI는 국내 프로젝트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세계 철강업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대한 프로젝트로 ERP, SCP, 맥시모 등 7개의 패

키지와 63개의모듈을최단시간에구축하 고지속적인변화관리활동을통

해고객중심의조직과기업문화를구축하는발판을마련하 다.

포스코의프로세스혁신은국내프로젝트중규모가가장크고,
세계철강업계에서도유례를찾아볼수없는방대한프로젝트
로7개의패키지와63개의모듈을구축하 고, 지속적인변화
관리활동을통해고객중심조직과기업문화를구축하 다.

INNOVATION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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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2기혁신은 6시그마적일하는방식의전파, 확산이라할수있다. 

6시그마란 고객만족을 증대하면서 낭비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불량률을 100만분의 3.4 정도로 최소화하

는것을의미한다. 

포스코에서는‘02년 5월 1차 Wave를 시작함으로써본격적으로 6시그마활동을시작하

여 3년여 동안의 6시그마활동을 통해 직원들이 과학적인 방법론을 익히고 문제해결 능력

을높 다. 

전 직원의 27%가 벨트를 보유하 고 MBB 103명, BB 457명을 양성하 으며,

Cross Functional 대형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조직간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구축하 다.

이외에도 6시그마가직원들의공통언어로사용되고, 업무를 수행할때도고객을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하려는 노력 등 직원들의 업무수행 방법에도 많

은변화를가져왔다.

1, 2기 혁신을 통해 혁신 인프라와 인력을 양성했지만, 급변하는 경 환경에서 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로벌 경 에 적합한 기업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고,

성과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도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혁신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이를 위해 포스코에서는 포스코인들의 정신모델이자 행동양식인 포스코웨이 정립 및 확

산, 재무성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6시그마활동 전개, 전 직원이 참여하는 QSS

활동과 Work Diet활동 전개, 지시/보고/회의문화 개선 및 RAI정착 등을 3기 혁신의 주

요테마로설정하고포스코고유의혁신모델을정립해나아가고있다.

2. 포스코 3기 경 혁신의 특징

현재 포스코에서는 전부서,전직원들 사이에서 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자타

가 공인하고 있다. 이처럼 포스코의 혁신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몇가지특징이있다.

첫째, 『전사 BSC → D+ 과제 도출 → 개인 MBO』연계를 통한“일-혁신-학습의 일

체화”를추구하고있다는점이다. 혁신의 출발점은 Right 과제 도출이라는인식하에“D+

활동”이라고일컬어지는과제도출작업에열정을쏟고있다.

둘째, 부문별 특성에 맞는 혁신활동을 부서 자율에 맞게 실시하되, 혁신스탭에서는

CEO 주재“Innovation Session”운 , 직책자들의 혁신리더십 점검/피드백,  “부서

맞춤형컨설팅”을통한혁신활동실행지원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셋째, 임원/부실장의 리더십 및 일하는 방식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피드백 등 Individ-

ual 방식의 변화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혁신성과 발표회 등 Mass 방

식의 변화관리를 통해 혁신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는 반면, 포스코에서는 이러

한 이벤트성 행사는 최소화 하면서 혁신을 주도해야할 임원/부실장의 개인별 혁신리더십

을 진단/피드백하고, 부서 맞춤형 혁신컨설팅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혁신활동이 이루

어지도록하고있다.

3. 주요 혁신활동 소개

가. D+ 활동

혁신활동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회사의 전략과 연계된 제대로 된 과제를 선정하여

일상속에서실행해 나가는것이매우중요함. 포스코에서는‘Right 과제 선정’을 위

포스코3기경 혁신의가장큰특징은임원/부실장의리더십및일하는방
식에대한주기적인진단과피드백이이루어지는Individual 방식의변화관
리를강화하고있다.
보편적으로혁신성과발표회등Mass 방식의변화관리와같은이벤트성행
사를 최소화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인력의 혁신리더십을 강화하여 실
질적혁신활동이이루어지도록하 다.

1기 PI 성과

구분 PI 이전 PI 이후 (2003.12 기준)

통합판매생산계획 수립 60일 15일

납기응답 시간 2-3시간 2.5초

주문리드타임(열연) 30일 14일

제품재고 일수 14일 7일

예산편성 소요기간 110일 30일

월결산 소요기간 6일 1일

데이터 항목 표준화 19만3000 항목 4만 6000 항목

자재물품 표준화 59만 2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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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실장 주도하에 경 전략(BSC)과 연계된 중점 개선 역을 도출하고, Process

Mapping 강화를 통해 숨겨진 문제및실행과제를 도출하는 D+활동을 추진하고 있

다. D+활동으로 전략과 연계된 대형과제를 발굴할 수 있게 되었고, 부서원 전원이

참여해문제를발굴하고공감대를형성함으로써개선Mind가 향상되었으며, D+활동

으로 도출된 과제가 개인의 MBO에 반 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

고목표를명확히할수있게되었다.

나. 대형과제 중심의 6시그마 활동

회사의 주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형과제에 6시그마 활동을 집중하여, 대형과

제비율이’07년 전체과제건수중 63%를차지하고있으며이를통해실질적인성

과창출을해나가고있다.

’03년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대형과제는 자동차강판, 고급선재, 고급 전기강판, 제

선화성 Mega-Y 등 총 34개이며, 이러한 과제를 통해 ’07년에는 9,500억원의 원

가절감을달성하 고, 부서간의장벽을없애는데크게기여하 다.

혁신인력을지속적으로육성하여현재는전직원의 43%가혁신관련벨트(자격)을 보

유하고 있으며, 신규 직책보임시 벨트자격 의무화, 승진시 가점 등 인사제도와의 연

계를강화해나가고있다.

다. QSS (Quick Six Sigma) 활동

6시그마는 직원들의 혁신역량 향상과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툴이지만

전 직원을 개선활동에 참여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6시그마활동을 지속하

면서 전 직원이 개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계 최강의 제조경쟁력을 갖춘 도요

타의 TPS(도요타생산방식)와 미국식 LEAN의 장점을 접목하여 포스코 실정에 맞는

QSS활동을도입하 다.

QSS는 ’06.5 도입이래 제철소 중심으로 전원참여형 개선문화로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07부터는‘ 로벌 No.1 제조현장 만들기’를 목표로 작업환경 개선활동인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설비기본 개선활동인 My Machine, 설비성

능개선활동인 Best Plant 단계로점차진화, 발전해나가고있다.

포스코에서는 QSS활동을 통해 실천력있는 지식근로자, 새것 같은 설비, 일하기 좋

은 작업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07년에는 사무부문 직원들도 현장 QSS 체험활동에

참여케함으로써 5S를진척시키고, 혁신마인드를고취하 다.

라. 학습동아리 활동

학습동아리(CoP; Community of Practice)는 조직 구성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

지식을 창출,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실행공동체이다. 포스코에서는 지식경 시스템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을 기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

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QSS활동이 1,600여 개의온라인학습동아리와

결합되어과제발굴, 아이디어제시, 토론활동이활성화되고있다.

학습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톱매니지먼트의 리더십과 스폰서십에 크게

힘입었으며, 그 결과 토론과 대화가 활발하게 되어 상하, 조직원간의 유대가 강화되

고, 재미있고활기찬직장분위기가조성되는부대효과도얻고있다.혁신인력(벨트보유자) (’07.12.31기준)

* (  )전직원 17,307명 대비 비율%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 계

MBB 23 22 36 39 38 158(0.9)

QSS Master - - - 15 88 103(0.6)

BB 32 76 196 200 254 758(4.4)

GB 183 969 2,206 1,559 1,517 6,434(37.2)

계 238 1,067 2,438 1,813 1,897 7,453(43.1)

24시간 깨어있는 개선을 한다!
(On-line+off-line토론)

(출처：동아일보2006. 11. 27사회면)

낭비요소 발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토론

실천과제 선정

실천과제 완료

0101

0202

0303

0404

포스코
학습동아리의 QSS활동 개념도

동아리 회원들이 각자 현장에서"
  문제 파악 및 제기

포스트 잇 또는 온라인 접속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 개진

회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제기된 문제의 타당성 검토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식공유

단기와 장기 해결 과제로 분류
단기 과제는 현장에서 즉시

  실천 및 개선

문제해결 과정을 표준화해 다른
  동아리에 전파

우수 제안은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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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워크 다이어트(Work Diet)

본사 등 사무부문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06. 5월부터 직책보임자가 주도하

는 전원 참여 방식의 워크 다이어트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저가치업무 20%를

줄여서줄인시간만큼부가가치가높은업무에주력하자는뜻이다.

워크 다이어트는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사 공통 낭비 제거를 위해

‘전사 워크 다이어트’및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고, 부/실단위 낭비제거를 위해 부서

별 학습동아리를 통해 부/실 QSS 활동을 추진하며, 팀단위의 Visual Planning을

병행하고있다.

사무부문의 경우에는 업무 프로세스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의사결정형 업무가 많

으므로 혁신활동이 쉽게 정착되지 않고 있는게 사실이다. 사무부문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전통적인 6시그마나현장 QSS와는다른방법론인“워크다이어트”의개념

을정립하여사무부문의혁신활동을활성화시키고있다.

바. 조직역량혁신

회사의 근간이 되는 조직, 인력,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문제해

결을 위해 ’05. 7월부터‘조직역량혁신 Mega-Y’라는 Task Force를 구성하여

개인별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하는 RAI차트(책임권한표) 도입, 지시/보고/회의 효율

화, 공정평가문화정착등조직역량혁신과제를추진하 다.

일례로 임원, 부실장의 지시/보고/회의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 강약점을 분석한

후개별방문하여피드백/코칭을실시한결과, ’06년 74점에머물던리더십및일하

는방식점수가’07년 87점으로크게개선되었다.

4. 포스코 혁신활동의 수준 및 향후 과제

현재 포스코 혁신은 확산단계에서 점차 체질화 단계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D+를

통한 Right 과제 도출, 대형과제를 통한 경 성과 창출, QSS/Work Diet를 통한 낭비개선

등의 활동이 포스코 고유의 혁신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핵심가치 공유, 리

더십과일하는방식의선진화를통해 로벌경 에걸맞은조직역량을구축해나가고있다.

하지만 혁신문화를 기업문화로 체질화하고, ‘일-혁신-학습’이 일체화된“高成果”조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관행 타파, 혁신의 일상화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

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선진 기업의 모방단계에서 벗어나 국내외 타회사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되는독자적이면서도우월한‘ 로벌 No.1 혁신문화’를구축하기위해창의적이면서

도미래지향적으로방법론을더욱정교화해나가는작업도필요하다.

앞으로 포스코에서는 외부 환경에 의해 어쩔수 없이 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선도적으로 변화해 나감으로써 선배들이 이룩한 자랑스러운 전

통을 이어가고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나가고자 한다. ‘資源은 有限,

創意는 無限’이라는 포항제철소 입구에 걸려있는 슬로건처럼 포스코의 혁신은 회사의 창

의성을무한대로만들어나가는데초석이될것이다.

“사무낭비 없애기(Work Diet)”

해결 대상

전사 공통 낭비

조직 구조적 낭비

부문내 부서간 공통 낭비

부서내 낭비

팀 내 지원 낭비

경 혁신실

부/실장

팀 리더

해결 방법 추진주체

전사

부/실

팀

전사 Work Diet

조직 재설계

Visual Planning

부/실 Work Diet 활동
(QSS 과제, 즉실천)

전개

1986년 고려

대학교에서경

제학사학위를받고, 2005년포스텍정보통

신대학원에서 석사학위(기술경 전공)를

받았다. 1986년포스코에입사하여인력관

리부, HR개선팀장, 조직제도팀장, 혁신기

획그룹리더를거쳐, 현재포스코홍보실장

으로재직중이다. 포스코의변화및혁신을

추진한 주요 멤버이며, 주요관심분야는 변

화관리, 6시그마, 조직제도개선, HRM이다.

D+를통한Right 과제도출, 대형과제를통한경 성과창출, QSS/Work
Diet를통한낭비개선등의활동이포스코고유의혁신모델로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와함께핵심가치공유, 리더십과일하는방식의선진화를통해
로벌경 에걸맞은조직역량을구축해나가고있다

양양흥흥열열실실장장

EE--MMaaiill :: rraaiiyyaanngg@@ppoossccoo..ccoomm



| INNOVATION INSIGHT38

삼성전자의반도체(D램) 
산업진입및성공사례:

공격적인기술투자, 

동태적능력(dynamic capabilities)의배양및

창업가적지대추구(entrepreneurial 

rent-seeking)를통하여지속적인

혁신을달성한모범사례

이재호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기술경 대학원 교수

{
}

이노베이션 전략 서비스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사례INNOVATION INSIGHT

삼성전자가 D램 사업에서 거둔 성공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기업사

가(企業史家)들에게 가장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한 사례들 중의 하나로 회자

되고있다. 삼성전자는 1970년대 OEM 수출에 집중하던평범한가전업체에

불과하 으나, 80년대 그리고 90년대 반도체개발및생산을중심으로, 연구

및 혁신에 기반하여 변모를 거듭하는 종합전자기업으로 성장하 다. 삼성그

룹의 고 이병철 회장과 현 이건희 회장의 주도 아래, 삼성전자는 1980년대

초‘전자산업의 쌀’인 반도체에 선도적인 투자를 단행하 으며, 1983년 단

6개월의 강도높은 노력을 투입한 끝에 64K D램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 다.

이는 미국이 같은 제품을 개발한 지 40개월, 일본보다는 18개월 뒤에 이루

어진 성과 으며,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세번째로 첨단 VLSI 반

도체기술을확보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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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이후지속적으로기술격차해소를위하여연구에집중한결과, 약 2년의 개

발기간이소요되었던 256K D램의 경우미국과일본업체들과는 18개월정도의기술격차

를 두게 되었고, 1M D램의 경우에는 이미 미국을 추월하여 일본의 업체들에만 1년 뒤지

는 시기에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 성공하 으며, 1989년 개발된 16M D램은 선진국

기업들과 비슷한 시기에 신제품을 개발하 다. 이후 삼성전자는 1992년 세계 최초로

64M D램을 개발한 이래, 1996년 1기가, 2001년 4기가, 2006년 50나노 1기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 으며, 특히 2006년 말에는 기존에 별도로 제조되었던 D램과 S램

두 종류의 메모리를 한 개의 D램으로 대체한 융합메모리 반도체‘원디램(OneDRAM)’을

세계최초로개발하여, 새로운분야의반도체기술을개척하 다. 

삼성전자는 1992년 D램 시장점유율 세계 수위에 올라선 이래로 15년 연속 정상의 위

치를고수하고있으며, 2006년에는 D램 매출이 100억불을넘어서는등세계반도체산업

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i. 세계 유수기업들의 브랜드가치를 평가하여 매년 발표하는

Interbrand에 의하면, 삼성전자 브랜드가치는 2000년 52억불 (세계 43위)에서 2007년

168억불 (세계 21위)로 증가하 으며, 특히 2005년에는 일본 소니의 브랜드가치를 추월

하여세계의주목을받기도했다. 

80년대 초반 64K D램을 개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관련기술을 확보하고 있던 미국의

Texas Instruments와 일본의 NEC 등을 접촉하여 기술이전을 타진하 으나, 삼성전자

가 미래의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들 업체들은 삼성전자의 요청을 거절하

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술이전을 위해 공격적으로 관련기업들을 물색

하던중, 마침내부도위기에몰려있던미국 Micron Technology로부터 칩디자인및공

정기술을이전받게되었으며, 또한캘리포니아에소재한 Zytrex로부터는생산속도를증대

시킬수있는공정디자인을구매하 다. 

외국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없이 자체기술만으로 반도체 신기술 혁신을 수행할 수 있

게 된 256K D램 개발 이후에도, 삼성전자는 IBM, Toshiba 등과의 적극적인 해외 조인

트벤처 설립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선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여타 업체들과의 기술격

차를 벌이는 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저돌적

이고 집요한 선진국기업 접촉 및 해외투자는, 80년대 이후 신흥시장(emerging market)

에서 부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전략적 자산 추구(strategic asset-seeking)형 해

외투자의한중요한혁신사례로주목받고있다ii.

삼성전자의 반도체산업에서의 성공은, 기업의 보유하고 있는 자원(resources)과 성과

(performance)의 관계를 분석함을 주된 테마로 삼고 있는 기업전략이론인 자원기반이론

(resource-based theory)의 측면에서도매우주목할만한사례로언급된다iii. 

삼성전자는 D램산업에개발에진입하기전, 트랜지스터를수입, 조립해서해외에재판

매하는경험외에는반도체개발및생산에필요한인적, 물적자원을보유하고있지않았

다. 반도체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삼성전자는 기존의 해외기술을 흡수하고 자체기

술을개발할수있는능력을지닌혁신기업으로다시태어나기위해서, 제품, 공정, 조직,

기술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재결합하는 동태적 능력(dynamic capabilities)을 필요

로하 다.

전략학자인 Teece에 의하면, 동태적능력은‘새로운제품및공정을개발하고, 변화하

는 시장상황에 대응하는 한 기업의 능력의 집합체’로 정의된다iv. 동태적 능력 이론의 관

점에서볼때기업은제품, 공정, 조직및기술을다른기업이모방하기힘든새로운방식

으로 결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바로 이 동태적인 능력의 차이가 기업의

장기적인성과의차이를불러온다. 

또한 동태적인 능력은 기업의 기존자원 및 능력을 새롭게 재조정할 뿐 아니라, 기업이

갖고있지못한자원및능력을획득하기위해경 방식및조직형태를혁신적으로변화시

키는 기업의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창업가적 비전이 뚜

렷할 뿐 아니라 시장상황 및 기업의 수익성 및 비용구조를 다른 기업들과는 전혀 다른 관

점에서파악한다고한다. 

삼성전자의첨단기술확보를위한저돌적이고집요한선진국기업접촉및
해외투자는, 80년대이후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서부상하고있는
다국적기업들의전략적자산추구(strategic asset-seeking)형해외투자
의한중요한혁신사례로주목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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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총수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매우 거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고,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에 공격적인 진출을 시도하 다. 이러한 시장상황, 미래기대수익 그리고

투자비용에 대한 매우 주관적이고 상이한 기대(subjective and heterogeneous

expectation)는 삼성전자가 기존의 자원 및 능력(capabilities)을 이용하고 신규자원 및

능력을 획득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매우 동태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1980,

90년대를 통하여 과잉공급, 가격하락 등 D램 제품의 반복되는 부침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인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미국 및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90년대에 신규투자를 점차

줄이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경 층은 반도체산업의 잠재력을 상이하게 평가하고 투자

를 지속하 다. 이는 대단히 위험이 높은 전략이었지만 결국 D램 가격의 상승 및 반도체

를 부품으로 이용하는 전자기기의 종류 및 수량이 세계적으로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삼성전자는 매우 큰 이익을 거두게 되었고, 이는 결국 삼성전자에게 창업

가적지대(entrepreneurial rent)를 안겨주는결과를가져오게되었다v.

또한 삼성전자의 조직 및 인사관리 시스템도 동태적 능력의 개발 및 관리의 측면에서

여러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매우 강력하고, 통합적이

며또한연구인력에 감을불어넣는혁신리더쉽을보여주었다. 단시간내에세계기술수

준과의격차를해소하기위해삼성전자가선택했던대안은, 미국의명문대를졸업하고반

도체기업에서 일하고 있던 재미 공학박사들을 고용하여, 한국에 근무하고 있던 엔지니어

들이 이들로부터 핵심반도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한

국에 각각 재미 한국인 엔지니어 및 국내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한 TF가 형성되었고,

양 TF로부터 효과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독특한 형태의 조직관리시스템이 도입

되었다. 양 TF는 반도체 초기기술 개발을 위해 동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쟁(com-

petition)해야 했지만, 동시에 정보, 인력 그리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협력(collabora-

tion)했다vi. 

미국의 TF의 도움으로 반도체기술 습득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신제품 개발에 성공

한한국의 TF는 승진, 연봉인상 등의 보상을 받았고, 미국의 TF는 이후 창업을 지원받았

다. 이 경쟁과 협력모드라는 독특한 조직관리시스템은 단시간 내에 양 TF의 기술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기업내부의 혁신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의 인력들이 기술을 모방하는 단계에 머물 지만 삼성전자의 효과적인 조

직관리에 의해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술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은 급격히 향상되

었고, 삼성전자는 단시간 내에 혁신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기존의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운용할 뿐 아니라,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

해 매우 공격적으로 해외에 투자하고 해외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고용했던 삼성전자의

기술개발노력이야말로 바로 동태적 능력의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의

이런 조직관리시스템은, 수십년 뒤의 미래기술상을 머리 속에 그리며 끊임없이 기술혁신

을 위하여 긴장을 늦추지 않는 삼성전자 특유의‘위험관리모드(crisis management

mode)’형태로조직내부에정착되어왔다고할수있다vii. 

선도적 기술투자를 통해 기술플랫폼을 선점하고 타 업체들과의 기술격차를 늘려온 삼성

전자의 반도체산업 성공사례는, 기술 및 조직혁신(technology and organizational

innovation)을 통하여 세계시장에서 무명에 불과했던 동아시아의 한 작은 전자업체가 정

상에우뚝선흔하지않은혁신사례로평가받을만하다.

산업구조 및 상황을 남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창업가적 관점과 비전, 집요하고도

지속적인 투자, 인재확보, 기술개발을 위한 동태적 경 능력의 개발 등을 통해 반도체 산

업에서의성공을거둔삼성전자는이제제2, 제3의 도약을위해또다른고민을하고있는

듯 하다. 이전의 성공 요인과 더불어 새로운 혁신 동인들로 인하여 삼성전자가‘built to

lastviii’하는위대한기업으로지속성장, 발전할수있기를기대한다. 

삼성의총수는반도체산업에대한매우거대한비전을갖고있었고, 주위의
우려에도불구하고이산업에공격적인진출을시도하 다. 이러한시장상
황, 미래기대수익 그리고 투자비용에 대한 매우 주관적이고 상이한 기대
(subjective and heterogeneous expectation)는 삼성전자가 기존의 자
원및능력(capabilities)을이용하고신규자원및능력을획득하고개발하
는과정에서매우동태적인형태로나타났다.

삼성의이런조직관리시스템은, 수십년뒤의미래기술상을머리속에그리
며끊임없이기술혁신을위하여긴장을늦추지않는삼성전자특유의‘위험
관리모드(crisis management mode)’형태로조직내부에정착되어왔다
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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