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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에서는 1963 년 일본의 즉석라면 기업, 묘조식품에 의한 한국의 

즉석라면 기업, 삼양식품에 무상기술이전의 목적을 역사적 관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에서 한기업이 다른 기업에 기술을 이전 할 

때 본래는 기술지도료 또는 라이센스료 등을 청구하는 유상의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묘조 식품은 그러한 기술이전에 관한 이전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삼양식품으로 이전했다. 묘조식품의 창업자 오쿠이 

기요스미는 무상에 의한 기술이전의 목적을 "한국의 부흥을 위해 '라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상기술이전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이처럼 자사의 이익, 국가 이익 등 

이외의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묘조식품도 

기업이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왜 묘조식품은 삼양 

식품에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 한 것인가. 기업인 이상, 묘조식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상의 점에서 본고에서는 묘조식품과 삼양식품을 포함한 한일 즉석라면 

시장의 역사를 고찰하기 위해 역사적, 실증적 방법론을 선택한다. 역사적, 

실증적 방법론을 선택하는 큰 이유는 본고에서는 주제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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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있다. 관련 즉석라면 기업의 회사 연혁 경영진의 심경, 그리고 한일 

양국의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있다. 

 그러나 연구시 2 개의 큰 난점이 있었던 것도 지적하고 싶다. 하나는 묘조 

식품의 창업자 오쿠이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때문에 묘조식품 초기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또는 오쿠이에 의한 자서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2006 년에 묘조 식품은 일본의 즉석 라면 시장에서 

경쟁 기업, 닛신식품의 자회사가 된 점이다. 따라서 묘조 식품 자체의 

역사가 짧은 것으로부터도 자료가 적다고 생각한다. 

 
 
중여서: 무상기술이전, 묘조식품, 삼양식품, 즉석라면,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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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문제의 배경 

  

제 2 차 세계대전 패전후 일본의 식량사정은 매우 나쁜 상황에 빠져 

있었다 1. 1958년에는 국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가공식품이 

개발되었다. 그것이 바로 맛이 곁들인 라면인 “치킨라면”의 탄생이었다. 

치킨라면은 대만출신의 기업가이며 나중에 닛신식품을 창업한 안도 

모모후쿠가 개발한 즉석라면이었다. 1950 년대 말부터 대단한 인기를 

끌었지만 1960 년대부터는 나쁜 품질의 가짜 치킨이 시장에 등장하여 특허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치킨라면이 개발된 4 년후인 1962 년, 경쟁상대인 묘조식품이 “스프가 

따로된 묘조라면”를 출시하게 되었다. 이 즉석라면은 닛신식품의 라면과 

전혀 다른 제조방법을 채용했으며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묘조식품에 

경영이념이 나타나 있었다. 묘조라면은 스프가 따로 되어 있어서 

조리하는데 손이 많이 가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재료를 넣어 

여러맛을 만들수 있다는 매력적인 라면이었다. 묘조라면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으며 선발기업인 닛신식품을 앞서갈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1厚生省栄養科 『戦後 10 年国民栄養報告書』,Vol.13(1956),No.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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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년대 일본국내시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참입하여 치열한 

즉석라면이 벌어지게 되었다. 현재 즉석라면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생산 

판매되어 2015 년 한해 만해도 약 997 업계에 즉석라면이 소비되었다고 

한다 2.  

한국에서도 즉석라면은 일반화된 음식이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한국즉석라면의 역사를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 

최초의 즉석라면을 개발한 기업은 삼양식품이며 1963 년에 일본의 

묘조식품으로부터 라면 제조기술을 무상으로 이전 받아서 개발하게 된 

것이다. 사실 1960 년대 당시에 묘조식품과 삼양식품의 즉석라면은 

라면포장 봉지도 거의 같은 디자인이었다.  

 

 

 

                                                   
2 Global Demand for Instant Noodles, 
http://www.instantramen.or.jp/files/world_ramen2015.pdf (검색일 2016.11.3) 

http://www.instantramen.or.jp/files/world_ramen2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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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묘조식품의 즉석라면 3 , 좌: 삼양식품의 즉석라면 4) 

 

일본에서 즉석라면이 개발된 몇년후에는 그 제조기술이 한국으로 

무상으로 이전되어 한국라면의 역사가 시작하게 된 것이다. 왜 묘조식품은 

삼양식품에게 무상으로 기술이전을 하였을까. 이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 

제일의 리서치케스천이 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는 1963 년 삼양식품이 처음으로 즉석라면을 

제조하게 되었다. 삼양식품의 창업자 전중윤도 안도 모모후쿠와 비슷한 

심정을 가지고 즉석라면 제조를 시도했다. 6.25 전쟁때 부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미군부대에서 음식 찌꺼기로 만든 죽을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전중윤은 어려운 

식량사정을 극복하는 착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전중윤은 일본에 건너가 

국수제조회사 몇개사와 교섭을 시도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 묘조식품의 창업자 오쿠이 기요스미였다. 

오쿠이사장과 의기투합으로 묘조식품은 즉석라면 제조에 관한 

무상기술이전에 합의하게 되었다. 오쿠이는 이때 “6.25 전쟁이후에 한국의 

                                                   
3明星食品 홈 페이지 

https://www.myojofoods.co.jp/recruit/2017/about/advantage.html（검색일 2016.11.3
） 
4 「우리 나라 최고의 라면…1963년 ‘삼양라면’이 1호였어?」 

『헤드라인제주』2014.12.12（검색일 2016.11.3） 

https://www.myojofoods.co.jp/recruit/2017/about/advanta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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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을 위하여 무상으로 기술이전을 하겠다”고 말했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굳은 이념이 그 밑에 깔려 있었다. 결국 

묘조식품은 기술이전에 따른 라이센스 댓가를 일체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 것이다. 

무상기술이전이 이루워진 배경에는 자기회사나 국가에 이익을 넘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이 있었다. 그런데 묘조식품도 이익을 

추구해야되는 기업이다. 기업인 만큼 장기적인 시야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인 행동이 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저의 두번째 리서치케스천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일 라면기업간에 이루워진  

무상기술이전의 내용과 의의,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역사적인 시각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1-2 선행연구의 정리 

 

일본 라면기업의 해외기술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묘조식품의 의한 삼양식품으로의  기술이전(1963 년)이 첫사례였던 것이다. 

1970 년대에 들어서 부터는 경쟁상대인 닛신식품도 해외사업을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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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특히 아시아 여러나라에 대한 직접판매와 기술이전을 가속화 했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부터는 즉석라면의 국제화가 시작된 것이다.  

닛신식품의 국제화, 즉석라면 제조회사의 국제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사이토(1993)가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사이토는 1980 년 9 월부터 

일본국내에서 시작된 “즉석면의 수입자유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1980 년대 이후에 일본 즉석라면시장에 있어서의 새로운 단계를 지적하고 

있다 5.  

 오우츠카(1995) 역시 1970 년대부터 시작된 닛신식품의 해외진출및 

기술이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오우츠카는 닛신식품과 묘조식품등 그당시 

일본의 최고의 즉석라면 기업인 해외기술이전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닛신식품의 기술이전의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6.  

사이토와 오우츠카는 닛신식품의 경영국제화를 설명해 왔는데 한층더 

발전된 시각에서 닛신식품의 해외진출을 고찰한 연구가 있다. 

가와베(2014)는 닛신식품의 경영글러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가와베의 

경우 기술이전 방법의 하나인 국제투자이론 OLI (Ownership, Location, and 

Integration)를 사용하여 닛신식품의 국제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5斎藤高宏「わが国食品企業の国際化」『農総研究』第 18号、1993年 6月 
6大塚茂「インスタントラーメンの国際化」『島根女子短期大学紀要』Vo.33,1995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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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의 있어서의 순서에 대해서는 OLI 이론을 사용한 설명으로 상당히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7.  

기지마(1999)는 닛신식품에 촛점을 맞추어 라면시장의 경쟁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닛신식품을 중심으로 하되 경쟁상대인 묘조식품과 

동양수산등 즉석라면의 기업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기지마는 

닛신식품의 제품개발과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여 선두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주영화(2014)는 라면의 탄생부터 즉석라면, 현재까지의 라면의 

발전과정을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설명하고 있다. 라면자체의 탄생, 

닛신식품의 의한 즉석라면개발,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의 즉석라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논문에는 묘조식품에 의한 삼양식품으로의 

무상기술이전에 대해서도 지적되어 있다. 그러나 무상기술이전의 목적에 

대해서는 단지 “한국을 위하여”라는 이유만 지적되어 있을 뿐이다 8.  

김은국, 전수영(2011)는 삼양식품과 경쟁상대인 농심의 역사에 촛점을 

맞추어 다각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묘조식품에 의한 

삼양식품으로의 무상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발견은 찾아볼 수 없다. 

                                                   
7川邉信雄「即席麺の国際経営史」文京学院大学経営論集、24 巻 1 号、2014 年 
8주영하「《라면의 지구사》출판을 위한 기초 연구」『기초연구과제 

총서』、201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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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는 통계적인 기록은 부족하지만  1970 년대에 이뤄진 

삼양식품으로부터 묘조식품으로의 제품 수출에 관해서 언급한 흥미로운 

연구라고 볼수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일본의 즉석라면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모든 

연구가 닛신식품에 관한 것이다. 묘조식품에 의한 삼양식품으로의 

무상기술이전에 관해서 고찰된 선행연구로서는 무라야마(2014)가 있다. 

무라야마는 묘조식품 창업자인 오쿠이 기요스미, 삼양식품 창업자인 

전중윤의 입장에 서서 당시 그들의 심정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간의 

시대적인 배경도 고려되어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도 무상기술이전의 목적은 “한국의 부흥을 위하여”라는 형식으로 

끝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묘조식품이나 삼양식품에 대해 단편적인 고찰에 

머물고 있으며 앞에서 지적한 두개의 리서치케스천에 대한 대답은 찾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분석시각을 

제시하려고 한다.  

 

 

 

1-3. 논문의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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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묘조식품에 의한 

삼양식품으로의 무상기술이전을 재검토하는데 있다. 따라서 두식품 기업과 

한일 양국의 즉석라면 시장에 역사를 고찰하기 위하여 역사적 및 실증적 

방법을 선택하려고 한다. 다시말하면 무상기술이전의 이르기까지의 배경과 

기술이전의 내용 그리고 기술이전 후의 전개과정을 조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 있어서 역사적및 실증적 방법을 선택한 다른 이유는 바로 

주제에 관한 자료 자체에 있다. 관련된 즉석라면 기업의 사사, 최고 

경영자의 목소리 그리고 한일 양국의 각종 신문보도등을 기초로 분석하고 

있다. 1차자료인 “닛신식품 사사”, “묘조식품 30년사”, “삼양식품 30년사”등 

그리고 삼양식품 전중윤의 어록인 “경영실록”등을 토대로 고찰하였고 

일본경제신문, 일경산업신문, 일경유통신문, 요미우리신문 등과 조선일보, 

서울경제신문 등을 분석 재료로 삼았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큰 이유로서는 두가지를 들수 있다. 첫째는 묘조식품 창업자인 

오쿠이기요스미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초창기의 묘조식품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오쿠이의 자서전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묘조식품이 1980 년대까지는 크게 성장했지만 치열한 경쟁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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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에는 라이벌 관계에 있던 닛신식품의 자회사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묘조식품으로서의 독자적인 역사가 짧아서 개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한계에 달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5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서론”은 본 연구의 

출발점인 문제의 소제, 선행연구의 정리 그리고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제 2 장 “기술이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기술이전의 기원과 

정리, 방법과 목적 그리고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제 3 장 

“일본과 한국의 라면시장”에서는 일본 즉석라면과 한국즉석라면 역사와 

시장경쟁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 4 장 “묘조식품과 삼양식품의 기술이전” 

에서는 무상기술이전의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본 연구의 리서치케스천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제 5 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의의, 그리고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제 2장  기술이전에 관한 선행연구와 연구가설 

 
 
2－1. 기술이전의 기원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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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에서는 기술이전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 이하의 4 가지 시점에서 

관찰해 본다. 첫번째는 기술이전의 이론적기원, 두번째는 기술이전의 정의, 

세번째는 기술이전의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이전의 필요성이라는  

순서로 정리해 본다. 

기술이전의 이론적기원에 관해서는 R. Johnson(1976)이 기술이전에는 

두가지 다른 기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제 2 차 세계대전후 미국의 

군사, 우주개발기술을 민생기술로  응용할수 있다고  주장한 것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정부가 거액의자금을 개발기술에 투자했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두 번째는 1960 년대부터 

시작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것이었다. 특히 이 시대에는 경제 

발전을 위한것이라고 해도 단순히 자본뿐만이 아니라 기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그 기술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어떻게 

획득 될 것인가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9. 

다음은 기술이전의 정의를 살펴 보고자 한다. 코모다 

후미오(菰田文男,1987)가 "기술이전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논자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전'이 대상이되고 있다" 고 언급한 것와 

                                                   
9 Johnson R.(1976), “Government Policy for technology Transfer: An Instrument 
for Industrial Progress”, R&D Management, Vol.6, p.160 （열람일 201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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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기술이전의 시점은 다양하다. 코모다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0. 

 

(1) 기업이나 기타 실험실에서 얻은 지식이 생산 판매활동에 있어서 

사용되는데 까지의 프로세스. 

(2) 기술이 개발된 목적내지 문맥과 다른곳에서 이용되는 것. 

(3) 수직적 생산공정에 있는 기업간에 있어서, 다시말해서 유자와 

사프라이야 간의서 이뤄진 기술교류및 원조.  

(4) 포괄적으로  과학 기술이 널게 인간활동에 전파, 정착해 가는 것. 

 

또한 코모다는 기술이전의 유력한 정의로서 대표적인 3 명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첫번째는 스펜서(D.L. Spencer)의 견해다. Spencer(1970)는 

“원래 테크놀로지 토란스퍼 라는 말은 일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일의 

수행방법에 관한 정보및 기법을 계획적 및 합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확산 (diffusion)이라는 것과 분명히 구별되야 한다” 고 

지적했다. 스펜서가 말하는 확산은 “기술적이 아니면 사회적인 상황이 

국가간이나 개인간에 있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동한다” 는 

의미며, 합리성을 기본으로 하는 테크놀로지 토런스퍼와는 명확히 

                                                   
10菰田文男（1987）『国際技術移転の理論』有斐閣、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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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된다 11. 

두번째는 블룩스(H. Brooks)의 견해이다 12.  Brooks는 기술이전에는 2가지 

다른 형태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수직형기술이전(vertical transfer of 

technology)와 수평형기술이전 (horizontal transfer of technology) 으로 

분류했다. 수직형기술이전이란 “기술이 일반적인 단계서부터 실용화되어 

가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수평형기술이전이란 “기술이 처음으로 개발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응용되는  프로세스” 라고 말하고 있다. 

블룩스의 수직형기술이전과 수평형기술이전의 분류와 정의가 계승되어 

새로운 기술이전의 개념으로 정리 되었다. 세번째로는   

F.R.Bradbury(1978) 에 의한 정의이다.  Bradbury 는 “기술변화의 이동 

프로세스(transfer process in technical change)”라는 개념을 제시했으나 

그것은 수직형기술이전, 수평형기술이전, 확산 이라는 3 가지 부분으로 

성립한다고 말했다.  Bradbury 는 블룩스의 수직적 기술이전과 수평적 

기술이전을 계승한 다음 스펜서가 부정한 확산을 기술이전의 정의에 하나로 

추가한 것이다. (아래표ㅇ참조)13 

                                                   
11 D.L. Spencer (1970), “Technology Gap in Perspective”, Spartan Books, pp.28-29 
12 Fischer, W.A. (1976), “Empirical Approach to Understanding Technology 
Transfer”, R&D Management, Vol.6,Supplement, pp.151-152.（열람일 2016.10.3） 
13 Bradbury,F. , Jervis,P. , Johnson,R. and Pearson,A. (1978), “Transfer Process in 
Technical Change”, Sijthoff and Noordhoff,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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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술적이전에 관한 대표적 견해 

 D.L. Spencer H.Brooks F.R. Bradbury 

기술이전의 

정의 

일의 안이에 상관없이 

그 일의 수행방법에 

대한 정보 및 과제를 

계획적, 또 합리적으로 

전달하는 것 

・수직형 기술이전 

・수평형 기술이전 

・수직형 기술이전 

・수평형 기술이전 

・전파 

확산의 

정의 

・ 기술적 또는 

사회적인 일이 국가간,  

또는 개인간에 시간의 

흐름과 같이 

이동한다것 

 ・ 특정한 기술이 유사한 

환경에있는 주체사이에 

널리 채용되어가는 과정 

（※菰田文男『国際技術移転の理論』、1987、P.72—74를 바탕으로 작성함） 

 

 

기술이전의 정의에 관해서는 국제화의 요소가 지적된 경우도 있다. 

고바야시 다츠야(1981)는 “기술이 그기원과 다른 문맥으로 획득되어 이용된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문맥”이란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되는 경우에 사회조건이나 기업목적이라는 외부요인과 이전되는  

기술과의 상극이 수반된 복잡한 과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동에는 단순히 기계나 노하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달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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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기술과 환경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14.  

또 Liming Zhao 와 Arnold Rrisman(1992)에서는 “기술이전은 모든 산업, 

영역 그리고 국가의 타국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15. 이하는 그 원문이다. 

         
      Technology Transfer…It has also been used as strategy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 position of an entire industry, a region and, indeed, of 
an entire nation 

 

기술이전에 관한 다른 한 측면으로는 이론적 기원에서도 언급한 바, 

개발도상국에 개발원조가 관계하고 있다.  M.L.슈레스타(1996)는 

기술이전에 수반된 특허권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이전하는 곳에 

도입한 기술에 수반한 특허권이 기간만료 후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라의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6. 

 

 
 

                                                   
14小林達也（1981）、『技術移転 歴史からの考察・アメリカと日本』文真堂、P.4-5 
15 Liming Zhao and Arnold Reisman (1992), “Toward Meta Research on Technology 
Transfer”,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vol.39, 
no.1, February, p.13.（열람일 2016.10.1） 
16 M.L.シュレスタ（1996）『企業の多国籍化と技術移転』千倉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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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이전의 방법및 필요성 

 

다음으로 기술이전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타미(1986)는 

기술이전의 방법에관해서 크게 “기술공여”와 “직접투자”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17 . 기술공여에는 선박이나 차량과 같은 대형기계나 

생산설비를 수출하는 “플렌트수출”, 특허권등 산업재산권이나 조작권을 

보유하는 권리자가 제 3 자에 대해서 그 사용을 유상으로  승락하는 

“라이세싱”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직접투자는 기업(모회사등)이 해외에 

생산기지(자회사등)를 가지고 그 생산기지에 기업의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투자의 중요한 점은 단순히 특허의 사용권을 주거나 기계를 

판매한다는 것을 통해서는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을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직접투자로 현지국에 자회사 

이외에 부분까지 기술적 효과가 이루워 진다는 것도 무시 못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싶다. 기술이전에 정의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기술이전은 기업 국제화의 수단으로서, 또는 국내에 

있어서의 신사업 개발을 위해서도 분명히 중요하다.  

신사업개발에 관해서 로젠바그(1983)는 산업혁명후에 영국을 언급하고 

있다. 산업혁명으로 영국은 철광, 조선, 섬유등 새분야에서 압도적인 지위로 

                                                   
17斉藤優・伊丹敬之（1986）『技術開発の国際戦略』東洋経済新報社、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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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갔다. 그러나 차세대의 기술인 전기와 공학을 중심으로한 기술진보에 

따라가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젠바그는 “이것이 영국경제를 

근본적으로 쇠퇴시킨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새로운 

기술개발의 적응하여 국내에 산업구조 변화에 실패했다는 것도 또다른 

이유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18 . 기술이전은 국내에 있어서의 신사업 

발전에 공헌한다. 다시말하면 새로운 사업을 발전하면 할수록 기존기술이 

이전되기 쉬워진다. 이러한 점에서 알수 있듯이 기술이전은 국가와 사회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볼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기술이전은 유상으로 자국기업의 발전 또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도 공헌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이전을 할 때에 

다음 2 가지 문제가 발생 할 수가 있다. 첫째는 기술이전에 따라 자국에서 

진출국으로 기술자나 관리자를 파견하기 함에 따라 인재부족이 발생되는 

문제, 두번째는 부메랑효과 발생때문에 자국시장이나 제 3 국시장에 있어서 

경쟁상대로 일부러 만들어 버린다는 문제가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국내사업에 대한 악영향이 고려되어 기술이전이 어려워 질 수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장문청(2000)이 일본과 중국사이에 환경개선을 위한 

                                                   
18 Nathan Rosenberg (1983), Inside the Black Box: Technology and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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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결과로서 일본은 중국의 

대한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다. 주된 이유로서는 양국간의 

기술수준의 격차, 기술인식의 차이, 해외에서의 경쟁상대의 발생 그리고 

기술이전의 비용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기술이전이 

실현될때까지는 과정은 결코 싶지 않은 것이 현실모습이라고 생각된다.  

 
 
 
2-3. 기술이전의 목적 

 

  다음으로 기술이전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본다. 고코다(1987)는 

기술이전의 행위주체를 기업으로 정하여 기업에 있어서의 기술이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기업내 기술이전이다. 이것은 

같은 기업내에서 모회사가 자회사로 기술이전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오픈하지 않고 비밀리에 이뤄진다(기술의 은닉). 원래 기술이 개발되었을때 

개발에 성공한 선발기업은 기술을 경쟁기업에 대해 은닉을 함으로서 자기의 

기술우위를 장기화시킨다. 시장확보를 위해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부터 자회사에 대한 기업내 기술이전을 통해서 기술을 가능한한 

비밀로 하게 된다. 기술은닉의 효과는 그 기술의 특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고도기술이라면 기술은 쉽게 비밀로 붙인다. 기술을 은닉하는 



25 
 

목적으로 개발되는 기술자체가 이전을 저지하는 작용을 갖게 된다.  

그러나 기술의 은닉효과는 환경변화에 따라 떨어진다. 기술이 가진 

라이프사이클의 변화, 기술을 소유하는 기업이나 도입하는 기업의 전략의 

변화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결과 기술을 은닉하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기술을 이전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기술료 수입의 획득이 주된 목적이 된다. 

여기서는 기술시장이 성립되어 기술의 라이센스계약이 체결됨으로서 시장현 

기술이전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단계에 이르게 되면 기술이전은 분명히 기업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실제 기술이전은 이상과 같은 기술의 공급측과 도입측의 기술전략의 

부딪치면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양측 논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기술전체를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19.  

경쟁 기업을 의식한 기술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특허청 

(2006)도 지적하고있다. 특히 특허청은 기술 이전의 목적으로 “기존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지적하고있다 20. 또한 특허청과 오츠야마(2008)은 라이센스 

계약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적 재산의 창조, 권리화, 그리고 그들을 

활용하는 “전략적 활용”에 목적이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21. 

                                                   
19菰田文男（1987）『国際技術移転の理論』有斐閣、P.109-114 
20経済産業省 特許庁（2006）「大学における知的財産権研究プロジェクト」P.19-20 
21経済産業省 特許庁ホーム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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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다(2011)가 지적했듯이 라이센스계약의 경우 기술이전에는 

지적제산권 침해의 회피와 비밀정보인 노하우의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뤄진다 22. 

위에서 고모다가 지적한 기업내및 기업간 기술이전 형상은 

이타미(1986)의 시각에서는 “기술의 국제화”로 이해할 수 있다 23. 기술을 

개발, 보유하는 기업이 일본기업이며 그 기업이 가진 기술이 해외에 

존재하는 자회사나 다른 외국기업에 이전되는 경우 일본이 가진기술이 

현지국으로 이전된것을 의미하며 기술이 국제적으로 이용됐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일본기업은 직접해외에서 기술개발 자체를 전개하고 있다. 글로벌한 

경영전개에 대응하여 글러벌한 규모로 기술인재를 획득하여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글로벌 연구개발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기업을 주체로한 기술이전의 고찰인데 여기서 다른 중요한 측면은 

국가차원에서의 기술이전이다. 기술을 개발, 보유하는 기업(국가)과 기술의 

도입을 시도하는 기업(국가)간에서 이뤄진 기술이전에 주목해야 된다. 

이론적기원에서 언급함과 같이 기술이전은 발전도상국의 개발원조에 크게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toushintou/Rs1_1.htm (검색일 2016.11.9) 
大津山秀樹（2008）「技術移転におけるマーケティングアプローチ」SBI インテクス

トラ株式会社、P.8（검색일 2016.11.7） 
22石田正泰（2011）『技術移転とライセンシング』、特許庁 （社）発明協会アジア太平

洋工業所有権センター、P.3 
23斉藤優・伊丹敬之（1986）『技術開発の国際戦略』東洋経済新報社、P.2-4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toushintou/Rs1_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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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하고 있다. M.L.슐레스터(1996)는 기술이전의 따른 특허권의 필요성에 

언급하여 “도입된 기술의 따른 특허권이 만료된 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나라의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4. 

 

 

 

2-4. 연구 목적의 가설 

 

지금까지 기술이전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목적을 고찰해 왔다. 이들은 

거의 모두 유상으로 이뤄진 기술이전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상으로 

이뤄진 기술이전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 무상으로 기술이잔이 

이뤄졌을까. 왜 경쟁상대를 만드는 행동을 취했을까. 실은 여기에 무상으로 

이뤄진 기술이전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연구에서는 과거 한일 양국의 라면 업계에서 이뤄진 

무상기술이전의 사례를 고찰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묘조식품(일본)의 

의한 삼양식품(한국)으로의 라면제조에 관한 무상기술이전을 분석하는 

것이다. 묘조식품에 위한 삼양식품에 무상기술이전의 목적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6.25전쟁이후의 한국의 부흥”이라고 언급한다.  

                                                   
24 M.L.シュレスタ（1996）『企業の多国籍化と技術移転』千倉書房、〇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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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국교정상화 전인 1963 년, 한국 삼양식품의 창업자인 전중윤은 라면 

제조의 기술 협력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기술협력을 위해서 전중윤이 

준비한 금액은 외화 5 만달러 였다. 이 돈은 당시 중앙정보부부장인 

김종필을 통해서 한국정부가 어렵게 준비한 금액이었다 25. 일본에 도착한후 

정중윤은 라면제조 기계회사 몇개사와 협상을 시도했는데 대규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결자체가 거의 불가능 했다. 그리고 간신히 면담기회를 가지게 

되었어도 “최종 제품의 포장에 이르기까지 12 만 달러, 기술지도료 

6 만달러, 또 로열티로 매출의 5 % 를 향후 10 년간 지불하라”는 매우 

고액의 요구를 하는 회사도 있었다. 당시 일본의 라면회사들은 

국제시장으로서는 미국이나 유럽을 제일로 생각하여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려한 고액요구 하였던 것이었다 26.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전중윤은 일본의 라면제조기 회사인 우에다면기(上田麺機)를 통해서 당시 

일본라면 업계에 2 위 회사인 묘조식품과의 면담을 가지는 기회를 얻었다. 

우에다면기는 자사에 라면제조기를 묘조식품에 납품하는 회사였다.  

1963 년 4 월 전중윤은 묘조식품 창업자인 오쿠이기요스미(奥井清澄)와의 

협상을 가졌다. 전중윤에 대해 오쿠이가 제시한 내용은 놀랍게도 무상의 

                                                   
25村山俊夫（2014）『インスタントラーメンが海を渡った日‐日韓・麺に賭けた男たち

‐』河出書房新社、P.132 
26 동상,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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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이었다. 계약내용으로서는 “라면제조기 2 대는 실질부담으로 2 만 

7 천 달러, 기술지도료은 무료, 또 로열티도 무료”라는 것이었다. 오쿠이가 

이러한 무상기술이전을 결단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한국의 

전후부흥에 협력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협상시 전중윤에 대해서 오쿠이가 한 말이다. “전사장님 전면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중략) 6.25 전쟁때 한국은 심각한 피해를 받고 손상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특수경기로 호황을 맞아 심각한 불황속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회사는 직접 그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간외교의 생각으로 노력해 봅시다 27 ”  

오쿠이의 말은 들은 전중윤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 전주윤은 이러한 

오쿠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렇게 예의 바르고 高邁한 人格을 

지닌 홀륭한 事業家가 日本에 있다는 사실에 새삼스럽게도 고마운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28.” 

4 월 24 일, 묘조식품과 삼양식품사이에 체결된 라면제조의 관한 

무상기술제공 계약각서에는 무상기술이전의 목적이 한일관계의 

친선화였다고 써 있다. 다음은 그 각서의 제 2조이다. 

                                                   
27明星食品株式会社（1986）『めんづくり味づくり‐明星食品 30 年の歩み‐』P.140 
28三養食品그룹（1991）『三養食品三十年史』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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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묘조식품)은 乙(삼양식품)에게 韓日親善을 위하여 卽席라면 製造技術을 

無償提供히며, 乙은 우수한 製品을 生産하여 所期의 販賣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製造過程 및 包裝方法 일체를 甲의 技術傳授에 따른다.29」 

무상기술이전의 계약체결후 오쿠이는 우에다면기의 사장과 솥을 제조하는 

新三立工業의 오쿠무라 사장에 수표를 건넸다. 오쿠이는 수표를 두사람에게 

건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이것은 국제 신의에 관려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협력해 주십시오. 한국의 공장을 짓고 기계를 

설치할 때는 직원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도 잘 해 주십시오.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손으로 민간외교를 해 나갈 생각으로 맘먹고 

도와주십시오 30.” 

같은 해 6 월 묘조식품, 우에다면기 그리고 新三立工業에서 각사 한명씩 

사원을 한국에 보내고 라면제조에 관한 모든 지도와 감독을 실시했다 31 . 

그러나 당시 한국에서는 아직도 관련 식품 산업이나 자제산업이 발전되지 

                                                   
29 三養食品그룹（1991）『三養食品三十年史』P.83 
30村山俊夫（2014）『インスタントラーメンが海を渡った日‐日韓・麺に賭けた男たち

‐』河出書房新社、P.197－170 
31 이때의 방한 기술지도에 따른 다양한 경비는 삼양측의 부담에 의한 것이었다. 
「甲(묘조식품)은 機械 및 運轉指導를 위하여 3名의 人員을 乙(삼양식품)의 工場에 

파견한다. 이 파견에 따른 旅費,滯在費,指導實費등은 乙이 實拂한다. 派遣期間은 

1個月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었다.」（계약 각서 

제 5조）、「前記 去來에서 발생하는 經費(保險料,기타) 및 損失은 乙이 

부담한다」（계약 각서 제 6조）에 표시된 것과 

같음(三養食品그룹（1991）『三養食品三十年史』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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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그후 인해전술(人海戦術)로 

공장의 기능은 정상화됐다. 실업자가 많고 임금이 낮았던 그당시 

인해전술을 쓴것에 대해서 전중윤은 “기업으로도 합리적이고, 고용면에서도 

국민경제에 대해서 크게 공헌한 것이다.32” 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무상기술이전의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1980 년대이후의 자료를 바탕으로 묘조식품과 삼양식품의 한일 

즉석라면의 역사를 문석하며, 묘조식품의 의한 무상기술이전의 목적을 

재검토하자도 한다. 

 

 

 

제 3장 일한 라면의 역사 

 

3-1. 일본라면의 역사 

 

현재 세계여러나라에서 다양한 제조 방법으로 즉석라면과 컵라면이 

제조되어 있으며 2015 년 한해에서도 세계에서 총 977 억개의 즉석라면이 

소비되었다 33 . 이 즉석라면은 어떤 배경아래 만들어진 것일까. 그리고 

                                                   
32明星食品株式会社（1986）『めんづくり味づくり‐明星食品 30 年の歩み‐』P.142 
33 Global Demand for Instant Noodles, World Instant Noodles Association 

(WINA), http://www.instantramen.or.jp/files/world_ramen2015.pdf 

(검색일 2016.10.14) 

http://www.instantramen.or.jp/files/world_ramen2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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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해해서 일본과 한국의 라면시장이 발달되어 왔는가. 제 3 장에서는 

한일양국 라면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한다. 

  세계최초의 즉석라면인 “치킨라면”은 1958 년 일본의 닛신식품에서 

개발되었다. 치킨라면은 닛신식품의 창업자 안도 모모후쿠(安藤百福)의 

두가지 체험을 기초로 개발된 것이다. 첫째는 헌병대에 구속되었을 때이고 

둘째는 암시장에서 라면포장마차를 본 광경이었다.  

1910년 일본지배하의 대만에서 태어난 안도는 여러사업을 경영하는 도중 

음식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일본에 건너간후 군수공장에서 

군용기용 발동기(엔진)등의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공동경영을 했었는데 

안도는 원자재의 암거래를 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결국 그는 

현병대에 구속되어 사건을 자백을 받을 45일동안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그동안 제공받은 식사는 더러운 식기에 보리밥과 쯔께모노(소금에 절인 

야채)뿐이었다. 무죄를 주장하는 안도는 식사를 거부하여 그의 음식은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빼앗으며 먹었다. 이런 모습을 본 안도는 “어차피 

인간은 동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아무 감정없이 더러운 식기임에도 밥도 

먹고 물도 마실수 있었다”고 한다. 이때 안도는 처음으로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때 내마음은 왠지 

투명하고 음식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간에 있어서 음식이야말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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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귀한 문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34” 이때는 아직도 즉석라면을 생각치 

못했지만 이 경험이 안도 있어서의 음식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패전 1 년후 안도는 가족과 함께 피난으로 내려간 오사카에서도 음식에 

대한 또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오사카에는 힘도 없고 기아상태의 

사람들이 넘쳐나 있었다. 길거리에서 움크려 죽은사람 비참한 모습을 본 

안도는 “역시 음식이 중요하다. 의식주라고 하지만 음식이 없으면 옷도 

집도 예술이나 문화도 있을수가 없다 35”고 말하고 있다.  

1948 년 암시장에서 라면포장마차에 많은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본 안도는 “이처럼 집착할 만큼 라면에 매력이 있는 건가 36”라고 

깜짝 놀랐고 나중에 라면사업에 진출하는데 배경이 되었다. 같은해 9 월 

안도는 오사카에 해물가공판매를 목적으로한 중교총사(中交総社)를 

설립하여, 그회사는 10년후 닛신식품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으로 안도는 음식을 통해서 일본의 부흥에 노력하였다. 

“식족세평(食足世平),충분한 음식이 있어야지 세상에는 평화가 온다.” 

                                                   
34安藤百福（2008）『魔法のラーメン発明物語』日経ビジネス文庫、P.33 
35 동상,P.41 
36木嶋実（1999）『食品企業の発展と企業者活動‐日清食品における製品革新の歴史

を中心として‐』筑波書房、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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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설립하게 되는 닛신식품에 기업이념이 탄생한 배경이다.  

안도는 국민의 영양식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영양과학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을때 얻은 힌트를 참고로 즉석라면을 시작하게 되었다. 1954 년 

일본은 미국과 잉여농산물 구입협정을 체결했는데 학교 급식을 중심으로 

빵을 먹는 분식장려운동이 시작했다. 이에 대해 안도는 빵말고 전통적인 

면류을 장래하지 않은 후생성의 태도에 의문을 가졌다. 이런 배경하에서 

안도는 즉석라면 개발을 결심했다. 1958 년 안도는 드디어 “치킨라면” 

개발에 성공하여 후생성으로 부터 “특수영양식품”의 인가를 받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당시 우동 한그릇 6 엔에 대해 치킨라면은 35 엔이란 비싼 

가격이었다 37 . 그러나 판매 직후에 바로 품절될 만큼 큰 인기를 갔게 

되었다 38. 

치킨라면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전략으로 대량판매에 성공하였다. 첫째는 

1957 년에 개정된 대형슈퍼”다이에”를 통한 판매루트였다. 다이에는 새로운 

미국식 유통시스템을 도입하여 즉석라면이란 가공식품을 대량판매하는 

경로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는 티브나 신문등 미디어를 통한 선전이었다. 

                                                   
37 1958年当時サラリーマンの平均月収は 34,663円。戦後昭和史 - 消費者物価指数

の推移 http://shouwashi.com/transition-salary.html（검색일 2016.10.16） 
38一般社団法人 日本即席食品工業協会

http://www.instantramen.or.jp/history/origin.html（검색일 2016.10.16） 

http://shouwashi.com/transition-consumerprice.html
http://shouwashi.com/transition-consumerprice.html
http://shouwashi.com/transition-salary.html
http://www.instantramen.or.jp/history/orig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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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신식품은 1960 년부터 티브선전을 시작하였다. 셋째는 고도경제성장이다. 

1960 년 모리나가제과는 인스턴트 커피를 판매했는데 이해는 

“인스턴트”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만큼 국민들은 간편한 음식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1969 년 일본에서는 페스트후드가 등장했다. 닛신식품은 젊은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을 도입하여 즉석라면과 용기가 일체화된 

“컵누들(Cup O’Noodles)” 개발에 성공했다. 1971 년에 일어난 일이다. 

컵누들은 치킨라면 이상의 엄청난 붐을 일으키게 된것이다. 

한편 치킨라면의 성공에 따라 1960 년대 초반에는 여러 라면 회사들이 

같은 이름인 치킨라면이란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라면들의 

품질은 좋지 않았다. 안도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1961 년에 

라면제조법인 “즉석라면의 제조법”과 “맛을 곁들인 면류제조법”의 특허를 

등록하였다. 그 결과 닛신식품과 치킨라면 제조특허를 체결한 회사는 

총61개사, 컵누들 제조특허를 체결한 회사는 총27회사에 이르렀다. 안도는 

특허공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회사가 들판에 큰나무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며 숲의 역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9 ” 이런 발언에서도 알수 있듯이 안도는 결코 자기회사의 

                                                   
39安藤百福（2008）『魔法のラーメン発明物語』日経ビジネス文庫,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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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일본의 라면시장 나나가서 국민의 

식생활이라는 사회적인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다시말해서 

닛신식품은 일본의 라면시장에 있어서 다른 라면회사의 이익까지 포함한 

업계전체의 발전을 목표로 한것이다.  

닛신식품은 1958 년부터 일본라면시장에 있어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1960 년대 전반기부터는 동업자들이 등장하여 경쟁이 

격화하기 시작했다. 그회사 중에서 가장 큰 경쟁상대가 에스코크와 

묘조식품이었다. 특히 1962 년에 판매된 묘조라면은 면과 스프가 분리된 

독자적인 라면이었고 치킨라면과 전혀 다른 제조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묘조식품은 1950 년 오쿠이 기요스미(奥井清澄)가 창업한 회사다. 창업후 

7 년동안은 여러 면류 특히 건조면류를 제조하는 회사였다. 그리고 

1957 년에는 면 제조회사로서 최대의 회사가 되었다. 이러한 묘조식품은 

2 년 1959 년부터 즉석라면 분야에 진출하게 되었다. 오쿠이사장은 당시 

면류 시장에 대해 다음과같이 말하고 있다. “면류시장에 규모는 크지만 

대규모업체는 없다. 면류업계는 잊어버린 업계의 공백부분이다. 이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40 .” 1960 년에는 “묘조 맛이 곁들인 라면”를 

판매했다. 그러나 과학적인 지식부족으로 인한 기름의 산화, 봉지를 

                                                   
40明星食品株式会社（1986）『めんづくり味づくり‐明星食品 30年の歩み‐』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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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할때의 악취등 극복해야할 문제들이 많았다. 2 년후엔 1962 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묘조식품은 “스프가 따로된 묘조라면”을 판매하게 되었다. 

스프분말이 따로 있다는 전략때문에 폭발적인 매상을 올리게 되었다. 

조리시간은 걸리지만 면이나 스프를 더 맛있게 만들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재료도 추가가 가능해 졌기 때문에 특히 주부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41. 아래의 표 1 은 1959 년부터 1962 년까지의 주요 라면회사 

3개사(닛신식품, 에이스코크, 묘조식품)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3대업계의 즉석라면 매출액   (단위: 억엔) 

년도 닛신식품 에이스코크 묘조식품 

1959 2.4 - - 

1960 15.5 4.0 7.7 

1961 22.2 13.0 12.8 

1962 28.9 18.0 21.5 

1963 43.2 30.0 31.5 

1964 58.5 60.0 60.0 

中島常雄（1978）,『即席 め ん 工業 の

                                                   
41一般社団法人 日本即席食品工業協会“進化するインスタントラーメン 1961~”

http://www.instantramen.or.jp/history/origin.html（검색일 2016.10.16） 

http://www.instantramen.or.jp/history/orig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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発展過程』,『食足世平－日清食品社史‐』（1992）에서 작성) 

 

 

 

표 2 즉석면의 주요기업별 매출액 구성비의 추이 (단위:%) 

斎藤高宏 (1993)「わが国食品企業の国際化」『農総研究』第 18 号、6 月、P.４를 

수정하고 작성함 
 

 

위의 표에서 알수 있듯이 1964 년에 들어서는 닛신식품을 앞선 

에이스코크와 묘조식품이란 강한 경쟁상대가 시장에 나타나게 되었다. 

라면시장에 있어서의 치열한 경쟁은 묘조식품뿐만 아니라 1963 년 

에이스코크에서 판매된 “즉석완탕면”도 큰히트를 쳤다 42. 일본 라면시장은 

                                                   
42一般社団法人 日本即席食品工業協会“進化するインスタントラーメン 1961~”
http://www.instantramen.or.jp/history/origin.html（閲覧日 2016.10.16） 
 

 묘조식품 닛신식품 에이스콕 도요수산 산요식품 기타 합계 

1963년 18.4 25.3 14.9 8.8 3.2 29.4 100.0 

1965년   21.4 16.0 14.1 6.9 12.6 29.0 100.0 

1967년 20.8 16.2 13.2 6.5 18.8 24.5 100.0 

1969년 23.1 21.2 12.2 8.4 19.1 16.0 100.0 

1971년 15.5 20.2 10.5 14.8 25.4 13.6 100.0 

http://www.instantramen.or.jp/history/orig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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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년대에 들어서부터 각기업에 상품개발 경쟁으로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3-2. 한국라면의 역사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라면은 1963 년 삼양식품의 “삼양라면”이었다. 

삼양라면이 개발된 1963 년 한국은 심각한 식량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1962 년 5 월부터 한국전역에서 심각한 가뭄이 있었고 이로인해 두달동안 

보리를 포함한 농산물이 큰 피해를 입었었다. 1963 년에는 심한바람때문에 

보리와 쌀곡물 생산에도 큰 피해가 있었다. 집중호우로 인한 큰 흉작과 

수송상에도 발생하여 최악의 생산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시장에는 

쌀이 많이 유통되지 못한 상태였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대책으로 

1963 년부터 쌀조정정책을 시작했다. 결과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보리의 

대흉작이 쌓여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43.  

 이러한 식량위기를 맞이한 한국에서 삼양식품은 즉석라면에 성공한 것이다. 

여기서 개발 성공의 배경을 살펴보자. 삼양식품의 창업자인 전중윤은 

1957 년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부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43三養食品그룹（1991）『三養食品三十年史』P.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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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과로로 만성 맹장염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게 되어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전중윤은 이때 여러 경험으로 “보험과 인간수명과 식량 44 ”이란 생각을 

갖게 되었다. 결국 전중윤은 식량과 국민의 영양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로서 그는 1961 년 

삼양제유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즉석라면 개발을 시작한 것이었다. 즉석라면 

개발에는 보험사업시대의 경험이 힌트가 된것이다. 어느날 전중윤은 

남대문시장에 갔는데 점심으로 노동자들이 한그릇 5 원의 “꿀꿀이 죽”을 

먹기 위해서 긴 줄을 서있는 것을 보았다. 꿀꿀이죽에 흥미를 가진 

전중윤은 같은 줄에 서서 거기서 처음으로 이음식이 미군기지에서 나온 

음식찌꺼기를 모아 만든 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단추와 

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꿀꿀이죽을 본 전중윤은 눈물을 흐리며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45.  

전중윤은 일본에 출장 갔을때 먹은 즉석라면이 생각이 나서 한국에서 

즉석라면 개발을 결심한 것이다. 1961 년 10 월 삼양제유는 삼양공업으로 

개편되고이러한 과정을 걸쳐서 1963 년 9 월 15 일 , 삼양식품은 드디어 

                                                   
44동상, P.66 
45村山俊夫（2014）『インスタントラーメンが海を渡った日‐日韓・麺に賭けた男た

ち‐』河出書房新社、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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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라면”을 제품화하고 판매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판매시작한지 

3년동안은 적자상태였으며 파산상태 직전이었다. 큰 이유로서는 한국국민의 

“食”에 관한 두가지 인식때문 이었다. 첫째는 라면자체에 대한 

인식이었으며 두번째는 라면이라는 글자에 대한 인식이었다. 라면이 

한국시장에 나오기 전에는 밥의 대용식은 고작 국수뿐이었다. 그런 상황에 

기름으로 튀긴 꼬불꼬불한 라면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본 사람은 신기하기도 

했지만 실속있는 식품이라는 인식은 갖지 못했다 46. 

라면이라는 글자를 “羅綿”으로 착각하고 식품이 아니라 의료나 

플라스틱용기 게다가 약품이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긴 것이다 47 . 이러한 

이유때문에 삼양식품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전중윤은 

“무료식시회”라는 선전방법을 씀으로서 상황은 극적으로 호전됐다. 

전중윤은 생산부문, 영업부문등 담당부서를 가리지 않고 모든사원을 

동원하여 서울역, 남대문시장, 문닫은 극장, 공원, 호텔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무료시식회를 실시한 것이다. 처음에는 많은사람은 모이지 않았지만 

점차 인기를 얻고 다음해인 1964 년에는 무료시식회는 긴 행렬이 생기게 

되었다 48 . 이렇게해서 1966 년에는 삼양식품은 한국라면시장의 70%를 

                                                   
46三養食品グループ（1991）『三養食品三十年史』P.84 
47 동상,P.85 
48 동상,P.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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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할 정도로 성장한 것이다. 다음표는 삼양라면의 년도별 매출액 

추이이다. 

 

 

표 3 년도별 라면 매출액 추이（단의：만원） 

년도 매출액 

1963 2,900 

1964 9,100 

1965 2억 3,900 

三養食品 그룹（1991）『三養食品三十年史』P.91 

 

 

표 4 삼양식품의 시장점유율 (단위:%) 

 

 

 

 

 

 

 

 

 

삼양식품 30 년사, P.210, P.87 및 「라면販売戰치열」매일경제, 1976.11.16 를 

바탕으로 작성함 

 

이후에 라면회사 몇개사가 즉석라면을 제조하였지만 품질은 나쁘고 

년도 시장점유율 

1966년 70.0 

1969년 83.3 

1970년 75.8 

1976년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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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과의 거리는 멀었다.  

 1965 년에는 최대의 경쟁 상대인 농심의 전신인 롯데공업이 설립되었다. 

설립자는 롯데그룹 창업자인 신격호의 동생 신춘호였다. 당시 신춘호는 

일본 롯데에 무역부장으로 신상품이나 소재개발을 담당하고 있었다. 물론 

신춘호는 라면은 먹어 봤지만 입에 안 맞아 특별한 관심은 갖지 않았다. 

그러나 1963년에 묘조식품과 삼양식품의 기술이전에 의한 즉석라면 개발이 

시작되었고 신춘호도 큰 자극을 받았다. 라면사업을 추천해준 지인의 

제안도 받고 신춘호는 라면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한국사람의 취향에 

맞는 즉석라면 개발을 시작한 것이다 49.  

 롯데공업은 한일국교 정상화 전날인 1965 년 12 월 19 일 “롯데라면”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롯데라면은 후발기업으로서 고전하였다. 당시 

한국시장에서는 “라면이라면 삼양 50”이란 고정 개념이 강했고  삼양식품은 

너무나 큰 존재였다. 롯데는 모든사원을 동원하여 판매하거나 삼양식품의 

제품이 적은 홍은동, 모레내, 오류동등의 지역에서 한정판매를 실시했다. 

그래도 제고는 많이 남았다고 한다. 1970년 2월 롯데라면의 지식을 가지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즉석자짱면”을 판매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49農心그룹(2006)『農心四十年史』P.143-145 
50農心그룹（1996）『農振三十年史』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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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회사가 질이 나쁜 가짜 자짱면으로 인해 접을수 밖에 없었다.  

 롯데공업은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여 1970 년 10 월에는 “소고기라면”을 

판매하였다. 상당한 인기를 얻었지만 이 소고기라면은 1971 년에 소고기와 

같은 좋은 원료를 인스턴트화에 성공함으로서 우수식품으로 인정받고 널리 

알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롯데공업의 급성장이 시작되었다. 1971 년에 

판매된 “해장국라면”은 벨기에서 열린 세계가공식품에서 금상을 받게 

되었다 51. 매출액은 1970 년에 20 억원에서 1972 년에는 37 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회사이름을 “농심”으로 변경후 1988 년 서울올림픽에서는 공식 

공급회사로 선정됨으로 널리 그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1985 년에는 

경쟁회사와의 차별화를 목적으로한 “차별화 180 일 작전”을 단행하여 국내 

라면시장에 최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52 . 그리고 1986 년에는 

“신라면”을 개발했다. 표 3은 농심의 시장 점유율 추이이다 53. 

 

 

표 5 농심의 시장점유율의 추이(단위:%) 

년도 시장점유율 

1971 23 

                                                   
51 동상, P.174 
52農心 홈페이지 http://jp.nongshim.com/about/history（검색일 2016.10.27） 
53김은국,전수영(2011)『승승장구 農心 위풍당당 三養』P.34，37 

http://jp.nongshim.com/about/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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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년대 

중반 

35 

1984 40 

1985 40.4 

1987 46.2 

1988 53.2 

1989 58 

김은국,전수영(2011), 승승장구 농심 위풍당당 삼양 p34,37에서 작성 

 

 

위에서 봤듯이 한국 라면시장에서는 삼양식품에 이어서 농심이 나타났다. 

다른 라면회사들은 당시 7,8 개사가 있었지만 54 결과적으로는 삼양식품과 

농심의 2대세력으로 나누어져 거의 모두가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상으로 살펴본바와 같이 일본과 한국의 즉석라면은 국민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하였으며 치열한 경쟁과 왕성한 

기업가활동의 결과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으로 공급되었던 것이다. 

 

 

 

 

                                                   
54農心그룹（1996）『農心三十年史』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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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묘조식품과 삼양식품의 기술이전 

 
 
４－１．묘조식품의 경쟁력 향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묘조식품에서 삼양식품으로의 무상기술이전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행동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묘조식품의 역사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단순한 양국친선이라는 

말로만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업 본래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국내 시장에서 차별화와 시장확대, 즉 “기존 분야의 

경쟁력 향상” 을 위해 자사의 수프 별 첨부라는 독자기술의 국제화에 의해 

해외진출을 한다는 이념이었다. 

오쿠이는 묘조식품 창업직후부터 목표의 하나로 파스타 산업을 내걸고 

있었다. 그 목표달성을 위해 1962 년 7 월에는 이탈리아에 가서 

파스타리치사와 기술제휴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이듬해 11 월에는 일본 

국내에서 “리치스파게티”,”리치마카로니”를 판매했다. 이처럼 오쿠이는 

회사 창업직후부터 시야를 해외로 향한 것을 알 수 있다.  1970 년대에 

들어서는 묘조식품은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다음표는 

묘조식품의 해외진출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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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년도         기술이전・자회사설립 

1962 파스타 리치사의 위한 무상 기술이전 

1963 삼양식품（한국）에 기술이전 

1970 味王発行工業股扮（대만）에 기술이전 

越南点香味精有限公司（베트남）에 기술이전 

싱가포르  묘조식품（주）설립 

1976  クグル・コンソリデイテッド社（케냐）에 기술이전 

미국 묘조식품（주）설립 

말레이시아 묘조식품（주）설립 

1984  프레지던트 묘조식품（주）설립 

1985 홍콩의 슈퍼 380점포에서의 판매를 결정 

1986  캠벨 수프(Campbell Soup)（미국）에 기술이전 

아르헨치나 회사에 기술이전 

エルファン・フーズ사（방글라데시）에 기술이전 

1991  묘조 USA잉크（생면등의 제조） 

1994 明星プリマレスタリ社（인도네시아）설립 

출서:大塚茂（1995）나『明星食品株式会社（1986）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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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묘조식품은 1970 년대부터 기술이전과 해외 

자회사 설립을 확대했다. 당시 묘조식품의 사장인 오쿠이 아키라(奥井昭)는 

국제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생략) 면류라고 하는 것은 

파스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 음식이에요. 그래서 라면이라고 하는 

종류도 세계적인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라면은 성숙기에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미국같은 경우 이제 성장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 

나갈것입니다. 55 ” 일본 국내에서는 아직 파스타가 고급품으로 생산량도 

적었던 시대에 오쿠이는 파스타 사업에 신규 진입을 했다. 이 점에서 

묘조식품은 일찍부터 다른 라면 업체와의 차별화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알 

수 있다.  

또한 1985 년 묘조식품은 시험판매에 이어서 홍콩에서 슈퍼 380 점포를 

통해 즉석라면의 판매를 결정했다. 이것은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 특히 

닛신식품을 의식한 전략이었다. 당시 묘조식품 해외사업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묘조식품은 일본 맛의 고급 라면으로 닛신식품의 독주에 

쐐기를 넣고 싶다. 56 ”이상의 점에서 묘조식품은 일본 국내에 있어서 

                                                   
55 奥井昭「飛躍する麺の総合メーカー‐明星食品の三十年‐」『中央公論経営問題』、

Vol.18, No.6, 1979年 12月 P.229 
56 「明星食品、即席めん、香港で発売――高級３品投入、日清を追撃。」日経産業新

聞、19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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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신식품이라는 라이벌기업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사의 독자기술을 

무기로 해외에 진출했다고 생각된다. 

 

 

 

４－２．묘조식품의 장기적 시야의 이익 

 

 무상기술이전의 또다른 목적은 묘조식품의 창업자인 오쿠이 

키요스미(奥井清澄)의 묘조식품 설립당시의 이념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석라면 제조 이전에 일본에서 건면(乾めん ) 제조를하고 있던 오쿠이는 

1954 년 2 월 일본 최초의 건면 제조법인 “이행식 자동 건조 

장치(移行式自動乾燥装置)”를 발명했다. 그 결과 오쿠이에 의해 발명 된 

건면 제조 방법은 일본의 면사업을 현대식 산업으로 전환하고 일본의 면 

업계에 공헌했다. 그 큰 이유는 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일반공개한 오쿠이의 

개념에  

있었다. 오쿠이는 특허를 신청하지 않은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있다. “(생략) 산업의 발전과 건면 전체의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면 

소비자의 건면에 대한 호의도도 높아져 더 큰 안정된 시장을 형성해 나갈 

수있 을 것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쪽이 묘조식품의 이익도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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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57” 

 이것은 일본 국내뿐만이 아니라 묘조식품과 삼양식품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틀림없이 묘조식품은 6.25 전쟁 후의 재건을 목적으로 1963 

년에 삼양 식품에 무상기술이전을 실시했다. 그러나 그 이후 묘조식품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된다. 이번에는 반대로 기술 등의 시찰을 

목적으로 삼양식품의 서울 공장을 견학하게 된다. 삼양식품이 국내에서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한 3 년 후인 1969 년부터 묘조식품은 빈번히 자신의 

간부 직원과 사절단 등을 삼양식품의 서울 공장에 파견 해 삼양식품의 기술 

등을 배웠다. 다음 표는 묘조식품에서 삼양 식품에 파견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표 7 묘조식품부터 삼양식품에 파견연표＞ 

                                                   
57 明星食品株式会社（1986）『めんづくり味づくり‐明星食品 30 年の歩み‐』P.46 

  년도                     파견내용 

1969 日本 明星食品 幹部일행 來訪 

1971 日本 明星食品 技術提携로 幼兒食工場 竣工式 및 試運轉 

1974 全仲潤社長, 日本 明星食品 社屋増築 故奥井清澄社長 

銅像序幕式 참석 후 歸國 

1975.8.3 三養食品 수페체인 設立準備委員일행, 渡日研修 



51 
 

출소:三養食品그룹（1991）『三養食品三十年史』P.711-757,를 바탕으로 작성함 

 

 그리고 1986 년 9 월 묘조식품은 삼양식품으로부터 130 만개의 

즉석라면을 수입하고 일본 국내에서 판매했다. 그 결과 같은 해 12 월에는 

2200 만개의 즉석라면을 수입하기로했다. 이렇게 무상기술이전에서 약 20 

     .8.21 日本 明星食品 去来先団 56명 見學 

     .10.26 日本 明星食品觀光團 일행 20명, 서울工場 見學 

1977.1.21 日本 明星食品 幹部일행 15명,서울工場 見學 

     .8.21 日本 明星食品 見學團 일행 55명,서울工場 見學 

     .9.20 日本 明星食品 技術陣一行,당사의 “맛”과 “經營技術” 

研修次 來韓 

1979 日本 明星食品 30 年史 편집실 관계자 4 명,서울工場 訪問 

見學 

1980.4.19 日本 明星食品 特約店主 고바야시(小林) 일행 

45명,서울工場 見學 

 .4.28 日本 明星食品 特約店主 사사(佐佐) 일행 38명, 當社見學 

 .6.17 日本 明星食品 特約店 일행 42명 来訪,서울工場 見學 

1981.6.13 日本 明星食品 特約店主 31명,서울工場 見學 

.11.13 일본, 다나베 經營팀 23명 서울工場 訪問 

1983.7.31 日本 明星食品 社長 八原昌元 대관령목장 訪問 

1986.5.13 日本에 “김치라면” 1차분 5콘테이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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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후, 묘조식품은 삼양식품의 라면을 자사의 이익의 일부로 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있다. 

 

 

 

４－３． 삼양식품의 기업설립과 해외전개 

 

 한편 무상기술이전의 대상인 삼양식품에 있어서 무상기술이전의 의의는 

무엇이었던가. 한마디로 하면 그것은 기업설립이라는 원점 자체였다. 

1961 년에 설립된 삼양식품에 있어서 즉석라면 사업은 완전한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신규사업을 시작해서 3 년간은 적자상태였지만 3 년후인 1966 년에는 

흑자로 전환되어 즉석라면 시장의 선두기업의 지위에 올라갔다. 그 

배경에는 후발기업으로 시장에 신규참입한 롯데공업(이후의 농심)의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전개를 살펴보면 묘조식품 대(對) 닛신식품, 

삼양식품은 대(對) 농심이라는 경쟁구조 속에서 서로가 필요로하고 

있었다는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1963 년의 묘조식품으로부터 삼양식품에 

무상기술이전의 의미는 단순한 친선행동 뿐만이 아니라 두 기업발전의 

기술적 기반을 형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1963 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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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면 기술이전은 당사자의 표현대로 무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두 기업의 발전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묘조식품에 이익을 주는 유상기술이전이라는 측면도 겸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5장  결론 

 

5-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묘조식품에 의한 삼양식품으로의 무상기술이전의 

의의를 재검토 하는데 있다. 따라서 즉석라면 회사의 사사나 한일 양국의 

언론보도 중심으로 역사적 실증적 방법을 채용했다.  

6.25 전쟁후에 어려운 식량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삼양식품의 창업자 

전중윤은 일본에 방문하여 즉석라면의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모든 일본 라면 회사들은 미국과 유럽시장을 경향했기 때문에 

한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모두 거부하였다. 마지막 협상자리에 오르게 

된 기업이 묘조식품이었으며 오쿠이 기요스미사장과 전중윤사장 사이에 

1963 년 4 월 무상기술이전으로 합의하게 된 것이다. 묘조식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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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으로 라면 제조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실제로 라면을 

생산하게된 같은 해 9 월까지 기술지도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삼양식품으로 이전된 기술은 즉석라면 제조방법 뿐만 아니라 

라면스프(국물)를 분말로 만드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 묘조식품 

내부에서는 스프제조법의 무상기술이전을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오쿠이사장의 판단으로 삼양식품에는 모든 기술이 

이전된 것이다. 오쿠이사장은 “6.25 전쟁후 한국의 부흥”을 위한 

무상기술이전을 결정한 것이다.  

1960 년대 당시 상황에서 본다면 한국의 식량사정의 부흥을 돕겠다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묘조식품은 자본주의 경제하의 기업이며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60 년대 일본즉석라면 시장에 있어서는 묘조식품은 선발기업인 

닛신식품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따라서 묘조식품에 기술이전 

행위는 단순히 한국의 부흥을 돕겠다는 목적만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왜 무상으로 기술이전을 하였을까. 묘조식품도 기업인 만큼 

분명히 독자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했을 것이다. 이 

부분이야말로 기술이전의 전략적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기술이전의 목적부분을 분석하는 선행연구만 으로서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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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는 부족함이 있었다. 기술이전 자체에 대한 선행연구, 기술이전후에 

묘조식품과 삼양식품의 사업전개를 역사적으로 부석할 필요가 있었다. 

1년에 분석작업의 불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묘조식품은 일본 국내시장에 있어서의 차별화와 시장확대를 위하여 

해외시장을 포함한 생산능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다시말하면 

묘조식품은 삼양식품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라면제조기술을 이전하여 

삼양식품을 협력회사로 육성하게 된 것이다. 닛신식품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묘조식품은 면과 분말스프를 따로 만드는 독자기술을 확립하여 튼튼한 

경영기반을 마련하였고 1970 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생산을 추구하는 전략을 

세웠다. 삼양식품이 제조한 각종 즉석라면을 반대로 일본으로 “역수입”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86년 9월에 묘조식품은 삼양식품으로부터 130만개의 

즉석라면을 수입, 동년 12 월에는 2200 만개의 즉석라면을 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게 되었다. 일본시장에 있어서도 삼양의 즉석라면은 많은 

호평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에서 알수 있듯이 묘조식품은 해외 “협력회사”를 육성하여 

시장쉐어 확대를 추구한 것이다. 묘조식품에 있어서 삼양식품의 존재는 

닛신식품과의 경쟁상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인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묘조식품에 의한 삼양 식품에 무상기술이전의 목적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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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닛신식품이라는 경쟁기업과의 차별화였다. 그리고 삼양식품에 

무상기술이전을 실시한 후, 나중에 성장한 삼양 식품을 협력자로 

활용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 2 장 기술이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묘조식품의 위한 삼양식품에 무상기술이전의 목적을 고려해 보면, 묘조 

식품은 일본 국내에서 “기존 분야의 경쟁력 향상”를 위해 무상기술이전을 

실시했다. 따라서 묘조식품은 삼양식품에 대해 무상기술 이전을 통한 

“전략적 활용”을 가졌다 고 할 수 있다. 

 

 

 

5-2. 연구의 의의와 시사 

 

1963 년 무상기술이전은 묘조식품과 삼양식품 양측에 있어서 기업성장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묘조식품은 닛신식품과 치열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삼양식품을 

협력회사로 육성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삼양식품에 

있어서 무상기술이전은 라면 제조사업의 원점을 의미하였다. 삼양식품은 

한국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확보했지만 농심과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새로운 성장 방향으로 일본을 포함한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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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하게 되었다 58. 1980년대 후반에는 과거 기술이전을 받은 묘조식품으로 

삼양라면을 수출하게 되었고 1987 년에는 일본의 현지법인(삼양재팬)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일본진출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전중윤사장은 

일본시장에 의존하는 것보다 미국, 캐나다, 호주등 해외시장을 위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59. 

무상기술이전의 목적은 단순한 한일 친선 행위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묘조식품은 닛신식품과 경쟁하여, 삼양식품은 농심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묘조식품과 삼양식품은 무상기술이전을 통해 기업과 사회의 공통 

가치를 추구해야하는 CSV (Creating Shared Value)도 실시했다. 묘조식품의 

경우 무상 기술이전 대상인 삼양식품의 육성을 통해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삼양식품을 자사의 

전략으로써 활용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6.25 전쟁 후 식량난에서 

즉석라면을 개발. 그 결과, “제 2 의 쌀” 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 

즉석라면 보급에 성공했다. 이상의 점에서 묘조식품과 삼양식품은 무상 

                                                   
58 「三養食品 全仲潤회장 “이전 食品도 밖으로 눈 

돌릴떄”」『매일경제』,1986.11.10 
59 全仲潤(1998) 『經營實錄 ‘三養食品’을 公益企業으로 志向한 

經營理念』三養食品그룹 以建食品文化財團, 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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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을 원점으로 기업만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도 

추구했다고 생각한다. 

 

 

 

5-3 연구의 한계와 과제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가 묘조식품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있다. 차업자인 오쿠이 기요스미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발전 초기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나 오쿠이가 직접 말한 

자서전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쟁상대인 닛신식품의 사사에서는 

묘조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묘조식품은 1962 년 일본에 처음으로 라면과 분말스프를 따로한 

즉석라면을 개발하였고 그후 타라면 회사들도 같은 방법으로 라면제조를 

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선두기업인 닛신식품조차 묘조가 개발한 제조방법을 

따라하게 된 것이다. 닛신식품의 안도사장은 오쿠이사장이 개발한 

제조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결정이 이뤄졌다고 생각된다 60.  

묘조식품의 초창기에 관한 공개자료는 거의 없으나 앞으로 비공개 자료를 

수집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지금까지 잘 

                                                   
60日清食品株式会社斜視編纂室編（1992）『食足世平 日清食品社史』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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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은 역사나 오쿠이사장의 경영이념과 경영업적에 대해서 보다 

깊이 연구해 나아가고 싶다. 

 
 
 
 
 
 
 
 
 
 
 
 
 
 
 
 
 
 
 
 
 
 
 
 
 
 
 
 
 
 
 
 
 
 
 
 



60 
 

참고문헌 

 

한국어 

 

- 학술지 

주영하「《라면의 지구사》출판을 위한 기초 연구」『기초연구과제 

총서』、2014년 

 

 

-단행본 

김은국,전수영(2011)『승승장구 農心 위풍당당 三養』MP머니플러스 

全仲潤(1998)『經營實錄‘三養食品’을 公益企業으로 志向한 經營理念』 

三養食品그룹 以建食品文化財團 

三養食品그룹（1991）『三養食品三十年史』三養食品그룹 

農心그룹（1996）『農心三十年史』주식회사 농심 

農心그룹(2006)『農心四十年史』주식회사 농심 

 

 

-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의 기명기사와 칼럼 

헤드라인제주. 2014 「우리 나라 최고의 라면…1963년 ‘삼양라면’이 

1호였어?」, 

『헤드라인제주』,11월 3일 

매일경제.1977「라면製造技術 日本에 逆輸出 食品」,『매일경제』,9월22일 

매일경제.1977「기술 가르쳐주고 배루러온 



61 
 

日本食品會社」,『매일경제』,9월 20일 

매일경제.1980「三養食品 日에 라면7천상자 수출」,『매일경제』,11월3일 

매일경제.1986『三養「김치라면」상륙에 日메스컴들 호들감』,『매일경제』, 

10월 30일 

매일경제.1986『日짙출, 韓國삼품 다양화』『매일경제』,12월 30일 

매일경제.1986『「김치라면」新販賣 三養食品』『매일경제』,2월 18일 

한겨레.1994「김치라면 인기 10년만에 회복」、『한겨레』,10월 14일 

매일경제.1986「三養食品 全仲潤회장 “이젠 食品도 밖으로 눈 돌릴때”, 

『매일경제』,11월 10일 

 

 

 

일본어 

 

- 학술지 

厚生省栄養科.1956『戦後 10年国民栄養報告書』,Vol.13,No.5-6 

斎藤高宏.1993「わが国食品企業の国際化」『農総研究』第 18号、6月 

大塚茂.1995「インスタントラーメンの国際化」『島根女子短期大学紀要』

Vo.33 

川邉信雄.2014「即席麺の国際経営史」文京学院大学経営論集、24巻 1号 

経済産業省 特許庁（2006）「大学における知的財産権研究プロジェクト」P.19-

20 

 

 

-단행본 

中島常雄.1978「即席めん工業の発展過程〜新規食品製造業産業活動調査〜」

『食品産業センター』3月 



62 
 

菰田文男（1987）『国際技術移転の理論』有斐閣 

小林達也（1981）、『技術移転 歴史からの考察・アメリカと日本』文真堂 

斉藤優・伊丹敬之（1986）『技術開発の国際戦略』東洋経済新報社 

石田正泰（2011）『技術移転とライセンシング』、特許庁 （社）発明協会アジ

ア太平洋工業所有権センター、P.3 

安藤百福（2008）『魔法のラーメン発明物語』日経ビジネス文庫 

木嶋実（1999）『食品企業の発展と企業者活動‐日清食品における製品革新の

歴史を中心として‐』筑波書房 

M.L.シュレスタ（1996）『企業の多国籍化と技術移転』千倉書房 

明星食品株式会社（1986）『めんづくり味づくり‐明星食品 30年の歩み‐』 

村山俊夫（2014）『インスタントラーメンが海を渡った日‐日韓・麺に賭けた男

たち‐』河出書房新社 

 

 

-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의 기명기사와 칼럼 

奥井昭.1979「飛躍する麺の総合メーカー‐明星食品の三十年‐」『中央公論経

営問題』、Vol.18, No.6,12月 

 

日経産業新聞. 1985「明星食品、即席めん、香港で発売――高級３品投入、日

清を追撃。」、『日経産業新聞』、3월 25일 

 

日経産業新聞.1986「円⾼１年企業の決断（３）明星⾷品、キムチラーメンは韓

国製（産業ルポルタージュ）」『日経産業新聞』、10월 8일 



63 
 

 

日本経済新聞.1986「明星食品、韓国から即席めん輸⼊――国産品より１５％安

く販売」、『日本経済新聞』、9월 26일 

 

日本 経 済 新 聞 .1986「 関 東 ⾷ 品も販売、韓国製カップ ⼊ り即席め

ん。」『日本経済新聞』、11월 7일 

 

日経流通新聞.1986「特集・⼒をつけた輸⼊商品――主役は⾷品、韓国製即席め

ん登場。」『日経流通新聞』12월 18일 

 

日本経済新聞.1987「韓国の三養⾷品、⽇本に現地法⼈――即席めん本格輸

出。」『日本経済新聞』,3월 11일 

 

読売新聞.1987「小麦製品の輸入急増 即席メン、お菓子など 国産の半値以下 

円高で加速」『読売新聞』1월 11일 

 

黒田勝弘.2014「“韓国の一つの終わり”実感」、『MSN産経ニュース』、

7월 20일 

 

 

- 인터넷 자료 

 

Global Demand for Instant Noodle, 

http://www.instantramen.or.jp/files/world_ramen2015.pdf  

(검색일 2016.11.3) 

http://www.instantramen.or.jp/files/world_ramen2015.pdf


64 
 

 

明星食品ホームページ  

https://www.myojofoods.co.jp/recruit/2017/about/advantage.html  

(검색일 2016.11.3) 

 

戦後昭和史 - 消費者物価指数の推移 

http://shouwashi.com/transition-salary.html 

(검색일 2016.10.16) 

 

一般社団法人 日本即席食品工業協会 

http://www.instantramen.or.jp/history/origin.html 

（검색일 2016.10.16） 

 

大津山秀樹（2008）「技術移転におけるマーケティングアプローチ」 

SBI インテクストラ株式会社、P.8 

www.inpit.go.jp/blob/katsuyo/pdf/training/3_01.pdf 

（검색일 2016.11.7） 

 

 

経済産業省 特許庁홈 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toushintou/Rs1_1.htm (검색일 

2016.11.10) 

 

 

 

영어 

- 학술지 

 

Johnson R. (1976), “Government Policy for technology Transfer: An 

Instrument for Industrial Progress”, R&D Management, Vol.6, p.160 

https://www.myojofoods.co.jp/recruit/2017/about/advantage.html
http://shouwashi.com/transition-consumerprice.html
http://shouwashi.com/transition-salary.html
http://www.instantramen.or.jp/history/origin.html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toushintou/Rs1_1.htm


65 
 

（검색일 2016.10.3） 

 

D.L. Spencer (1970), “Technology Gap in Perspective”, Spartan Books, 

pp.28-29. 

 

Fischer, W.A. (1976), “Empirical Approach to Understanding Technology 

Transfer”, R&D  

Management, Vol.6,Supplement, pp.151-152.（검색일 2016.10.3） 

 

Bradbury., Jervis, P., Johnson,R. and Pearson,A. (1978), “Transfer 

Process in Technical Change”, Sijthoff and Noordhoff, pp.25-27. 

 

Liming Zhao and Arnold Reisman (1992), “Toward Meta Research on 

Technology Transfer”,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vol.39, no.1, February, p.13.（검색일 2016.10.1） 

 

-책 

Nathan Rosenberg (1983), Inside the Black Box: Technology and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56-257. 

 

 

 

 

 

 

 



66 
 

 

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Foreign  

Technology Transfer 

 
-Focusing on Myojo Foods in Japan 

 and Samyang Foods in Korea- 
 

 

 

YANAGIMACHI SATOSHI 
Korean Studies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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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search aims to re-examine the purpose of free transfer of technology from 

Myojo Foods of instant noodles companies in Japan to Samyang Foods of instant 

noodles companies in Korea in 1962,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Companies 

in general, when technology transfer is carry on; company must pay the price, 

such as technical guidance fees, license fees. However, Myojo Foods didn’t ask 

for any transfer fee on such a technology transfer, and transferred technology of 

instant noodle to the Samyang foods. Founder of Myojo Foods, Kiyosumi Okui 

described the purpose of free technology transfer, was carried out for the sak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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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reconstruction. In other words, “ from responsibility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background of free technology transfer carried out, there was a 

responsibility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re than such as 

profit of Myojo, even more than profit of the country. However, Myojo Food is 

also a company. Since Myojo is company, Myojo should get their own profit. So 

there comes two research questions: Why Myojo Foods carried out free 

technology transfer to Samyang foods. As long as Myojo is a company, there 

should had been any action to pursue the profit of Myojo in a long-term 

perspective.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mentioned above, in this paper, I selected 

historical and empirical methodology, in order to consider the history of instant 

noodle markets of Japan and Korea, including Myojo Foods and Samyang foods. 

Reason for selecting the historical and empirical methodology is in the 

documentation on the subject in this paper. Related to the company histories of 

instant noodle, it has been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management of the mental 

state, and newspaper article from Japan and Korea,. 

 However,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re were two major difficulties at the 

time of the study. One is that there were few objective documentations no 

autobiography for Myojo Foods about early stage, since Okui has died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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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is that in 2006, Myojo Foods became a subsidiary of Nissin Foods, which 

was the rival of Japanese instant noodle company. Therefore, there are little 

objective documentation of Myojo Foods since Myojo could not get their history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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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s: Foreign Technology Transfer, Instant Noodle, Myojo 

Foods, Samyang Foods, Jap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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