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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필요한 정보의 두 系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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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기엽은 사업설계 (business design)로 시작하여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의 공 

급으로 완성된다. 기업의 사업설계는 목표고객이 추구하는 가치의 본질과 그 운동법칙에 관 

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의 공급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 및 생산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두 계열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얻 

어지는지를 구병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론은 귀납적 방법에 의한 

논리전개와 사례연구를 통한 확인이다， 경영학은 자연과학과 달리 실험에 의하여 가설의 진 

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실재(實在)했던 사례를 통하여 자료와 사실을 추출하고 

그것을 뀌납적 방법으로 일반화하는 방법론을 택하기로 했다-

II. 사업설계를 위한 정보 

인간이 느끼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간결한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인간 각자가 느끼는 가 

치는 끝도 없고 틀도 없다 이렇게 무한(無限)하고 무정형(無定型)적인 ‘가치’를 유한(有限)하고 

정형화된 언어 속에 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느 특정 개인의 경우를 초월하여， 일반 소비대중 

이 느끼는 공통적 가치 (common value)의 탐구는 시장의 수요라는 개념으로 파악가능 하다. 

그런데 이 ‘수요’라는 계량치는 상수(常數. a constant)가 아니고 변수(變數. a variable) 이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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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변수는 시대와 환경， 기타 상황과 더불어 계속 변화하는 ‘영원한 미지수{unknownl ’이 

다. 수요라는 이름의 미지수는 단순한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l도 아니다 그것은 

주변환경의 다른 변수들과 복잡다기 (複雜多뼈)하게 엄혀서 복합적으로 변해 가는 복합변수 

{complex variablel이다 그래서 특정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대중의 수요와 그의 

변화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느 개인의 ‘감수성 {sensitivity l ’만으로 되지 안는다 그것은 지식 

{knowledgel과 정보 차원의 문제가 된다 지식경영 {knowledge managementl의 중요성 

이 유행처럼 번지던 1998년 영국의 Cranfield Business School 경영연구소는 유럽지역의 

최우량기업 100개 사의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지식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에 

관한 지식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 “제품의 수요에 관한 지식”이라는 답변을 한 응 

답자가 82%에 이르렀다고 한다. 

수요에 관한 지식이 이렇게 ‘기업의 모든 지식 중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면 자사 제품의 수 

요에 관한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한 기업은 그 분야에서 정상(l頁上)기업이 될 수 있으리 

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과연 그런가? 다음 사례에서 확인하자 

((珠)훌心 (Nongshiml 이 얻어낸 정보〉 

한국의 (林)農心 {Nongshiml은 라면 {ramen. instant fried noodlel을 생산하는 가공식 

품회사이다. 한국에서도 후발(後發)로 출발한 농심이 라면에서 세계제일의 시장 점유율을 가 

지게 된 것은 지식과 정보경영의 결과였다. 1958년 일본에서 생산 판매되기 시작하여 1963 

년 S식품에 의해 한국에 처음 도입된 라면은 가격이 저렴하고， 조리(調理)가 간편하여 1970 

년대 후반까지 가난했던 우리 나라에서도 고도성장을 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통일벼의 성공으로 쌀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한국 라면시장의 성장 

률은 마이너스H 혹은 제로(이 수준에 이르렀다. 이 현상은 라면회사에게는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위협을 토인비 개념의 ‘도전’으로 인식한 회사는 당시 후발(後發)업 

체인 ’롯테라면’(지금의 주식회사 농심)이었다. 그러면 농심은 어떤 정보를 토인비的 ‘도전’으 

로 인식했나? 

소득수준이 향상하고 쌀의 공급이 충분하면 소비자가 라면으로부터 느끼는 가치 {valuel의 

중심이 변하리라는 것은 농심의 .상상력’에서 나왔다 배고픈 시절에는 라면은 허기진 배를 

채워 주는 끼니 역할을 해야 하므로 라연의 가치중심은 건더기 즉 면(鍾)에 있었다 그러나 

1979년 통일벼의 성공으로 쌀랍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라면은 자기 고유(固有)의 

맛으로 소비자의 매력을 꿀어야 한다 그래서 라면의 가치중심은 수프{soupl 쪽으로 옮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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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 농심의 상상이었다. 다시 말하면 통일벼의 성공과 그로 인한 쌀의 풍부한 공급을 

농심은 토인비적 도전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농심은 ‘’라면의 맛은 수프에 있다”는 슬로건을 걸고 토인비적 ‘응전’의 방향을 수프 

의 품질혁신 쪽으로 잡았다. 라면제조의 핵심기술은 분말수프공정에 있다 그 동안 농심은 

죄고기 등 식품소재를 열탕분해(熱場分解)한 후， 여기에 고추. 마늘， 후추 등 양념가루를 첨 

가하여 열풍건조(熱風乾爆)하는 재래식 공법으로 분발수프를 만들어 왔다. 따라서 두 번에 

걸쳐서 고열(高熱)을 가하는 과정에서 영양가의 파손 및 맛과 향취(f1avor)의 손실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재래식 공법으로는 분말수프의 품질혁신이 한계에 와 있다고 느낀 농섬 

은 서구의 식품 선진국을 돌연서 분말 수프를 만드는 첨단기술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가 

공식품의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회사를 방문하면서 농심의 기술진은 효소(醒素)분해 빛 진공 

(훌空)건조 기술에 착안했다 효소분해란 고기나 야채 같은 식품원료에 효소를 첨가하여 인 

체 (A體)에 필요한 영양소(아미노산)를 분해해 내는 방법으로서， 인체의 소화기 내에서 일어 

나는 과정을 공정화(I程化)한 것이다. 진공건조란 진공(vacuum) 속에서는 건조(drying)가 

대기압(大氣壓)에서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일어난다는 자연볍칙을 이용한 건조기술이다， 

이 두 기술 모두 고열(高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원료의 맛과 영양가 파손율이 

작다는 장점을 가진다 농심은 이 두 기술을 체현(體現. embody) 한 생산설비를 주문하고， 

경기도 안성(安城)에 새 설비를 맞을 새 공장을 건축했다 아예 설비의 배치(layout)에서부 

터 공장 자동화(factory automation)를 염두에 두는 새 사업설계를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새로 도입한 첨단기술로 제조된 수프의 맛은 과거의 재래식 수프와는 차왼을 탈리했다 이 

러한 기술혁신을 제품차별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농심은 제품의 상품명도 (라면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안성당연’으로 하면서， 광고에서도 TV화변에 새 공장의 새 설비를 보여주는 과 

감성을 보였다 소비자들도 라면 수프의 새 맛에 놀랐고， 결국 제로(zero) 성장률의 정체(停 

뿜)에 빠져 있던 한국라면 시장의 총수요는 년간 30% 수준의 성장을 다시 시작했다 

농심은 수프의 품질혁신을 기반으로 또 다른 노선(路線)의 사업설계를 시작했다 그것은 

그 동안 주력해 온 봉지연 위주에서 용기면(容器趣)으로의 이동이다- 용기면은 용지면에 비 

해 가격이 좀 비싸지만 조리가 더욱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보다 선진국인 일본에서 

국민소득수준이 $1500에 이르자 용기연이 성공리에 팔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시장정보로 작 

용했다 1978년 한국의 국민소득도 $1500 수준에 도달했고， 따라서 농섬은 소비자가 ‘편리’ 

를 위해 ‘좀 비싼’ 가격을 지불할 용의 (用意)가 돼 있다고 판단한 농심은 용기연 개발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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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농심은 또 하나의 사업설계， 즉 한국의 전통적인 맛‘ “시원하고 얼큰한 맛”을 라변에 

도입함으로서 한국의 식품문화를 상품화한다는 전략을 택했다-

그 동안 라면은 일본이 종주국이어서 일본적인 담백한 맛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농심의 

제품개발 팀은 한국 고유의 다양한 식품소재를 배합하여 시원하고 얼큰한 ‘한국의 맛’ 개발에 

성공했다 제품의 명청도 매울 신’자를 넣어 ‘신(辛)라면’으로 출시했고， 드디어 i신라면’은 한 

국 고유의 맛을 과시하면서 세계화의 길에 올랐다. 농심의 시장정유율은 한국제일은 물론， 

세계제일에 이르렀다. 

이론정 리 (理論整理) : 

(1) 가치이통(價順移動. value migration)과 사업설계 

위 케이스의 분석이 주는 첫째 메시지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서비스에서 느끼는 가치는 

정지된 것이 아니고 이동한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가치이동(價植移動. value migration)을 

인식하는 일은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이다 배고픔의 시대에 

는 소비자들은 라면으로 한끼의 식사를 해결해야 했고， 따라서 그들이 라면에서 느끼는 가치 

의 중심은 면에 있었다 그러나 통일벼의 등장으로 쌀 공급이 풍족해지면서 라변의 가치중심 

이 수프 쪽으로 이통한 것이다 이것이 가치이동이고 ‘수요’의 운동법칙이며， 수요에 관한 ‘지 

식’의 핵심을 구성한다. 모든 지식경영은 소비자의 가치중심과 그 이동에 관한 지식에서 시작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주)농심 케이스가 던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가치이동’의 적시(適時) 인식 여하(如何)가 

기업을 세계제일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반대로 추락시킬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이것 

은 i도전’의 인식과 i응전’에의 성공 여하가 역사 속의 홍망을 결정한다는 토인비 역사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자동차의 GM사도 1920년대에 자동차 소비자의 가치이통이 표준화된 저가 

(低價) 모텔에서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모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에 인식하여 

선두기업 Ford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반대로 1980년대에 IBM은 컴퓨터에 관한 소비자의 

가치이동이 메인 프레임 (main frame)에서 개인용(PC) 쪽으로 옮긴다는 사실의 인식에서 

시기를 놓쳐서 크게 고생했다. 

(주)농심 케이스가 던지는 또 다른 메시지는， 가치이동의 인식은 그에 맞는 사업설계(事業 

設計. business design)와 결합되어야 기업의 성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소비자의 가 

치중심이 이동하면 기업은 소비자가 느끼는 새 가치를 최대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사 

업설계로 이동해야 한다 (주)농심 케이스에서， 가치중심이 변에서 수프로 이동함에 따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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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라면의 맛은 수프에 있다”는 슬로건올 내걸고， 수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설계 

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우선 그 동안 사용해 온 수프제조공정에 대한 반성， 그의 결함을 해 

결하기 위한 새 공법(工法)의 모색， 그를 위한 정보출장， 새 공법을 내장한 첨단설비 주문， 

공장자동화를 염두에 둔 설비배치를 위한 새 공장 건설， 수프의 품질혁신으로 가능해진 신제 

품설계(용기면 개발 및 한국식품문화의 상품화) . 고도의 차별화 전략(상품의 명칭， 광고방 

식) . 대표상품(신라연)의 세계화 풍 사업설계 그 실천이 뒤따랐기 때문에 오늘의 농심이 가 

능해진 것이다 

(2) 정보의 수정(修iE)과 보완(補完) 

우리가 주목(注目)해야 할 것은 가치이동의 인식과 그에 맞는 사업설계 그리고 그것을 실 

천에 옮기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주)농심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었다 이 

사실을 농심의 용기면 개발에서 살펴보자‘ 라변의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이동은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앞 절에서 살펴본 ‘면’에서 ‘수프’로의 이통과 함께， ‘봉지연’에서 ‘용기면’으로의 이 

동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인간은 가능한 한 편리 (便利)와 시간절약을 추구하기 때문에 

용지면에서 용기면 쪽으로 가치가 이동하려라는 것은 명약관화했다 따라서 농심은 기술혁신 

으로 품질이 향상된 수프를 사용하여 용기연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수프의 품질만 

으로 용기면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용기연의 ‘면(趣)’은 봉지면의 그것과는 성분을 달 

리해야 했다 용기면은 섭시 80-90도의 물을 부어 3-4분내에 면이 익어야 하는 데， 이것 

은 봉지면과 같은 조성(造成)의 밀가루로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농심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기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끈질긴 탐사 끝에 변성전분(變性澈원. 

modified starch)이라는 특수 원료를 배합해야 한다는 정보를 알아냈다. 변성전분은 네덜란 

드의 Abebe에서 수입해야 했으나 우리 나라에서 전분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수입불허로 묶여 

있었다. 농심은 200여 개가 넘는 모든 전분제조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변성전분은 특수 제품 

이어서 한국에서는 기술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니 수입을 허가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상공부에 제출함으로써 변성전분의 수입허가를 얻어냈다. 다음에는 용기의 제조기술이 문제 

되었다. 용기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고려하여 ‘사발’ 형태로 디자인 (design) 했고， 합성수지 

제조업체를 찾아가 그에게 개발을 의뢰했다 그러나 합성수지 업체들은 영세했고， 기술수준 

은 낙후되어 있어서， 생산된 용기는 밑바닥의 두께가 균일 (uniform)하지 않았다 젓가락으 

로 누르면 앓은 곳에 구멍이 나는 정도였다- 그리하여 1981년 9월 ‘사발연.이라는 이름으로 

용기면이 처음 나올 때， 농심은 생산직 직원들을 통원하여 모든 용기를 전량(100%) 검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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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포장에 임해야 했다. 

신제품 ’사발면’의 판촉을 위하여 농심의 마케팅개발실에서는 1981년 9월부터 3명이 한 팀 

을 이루는 7개의 팀을 구성하여 판매 가능성 타진 및 거래선의 개척에 나섰다 이들 판촉팀 

은 사무실 빌딩， 대학， 쇼핑센터 둥지에서 무료시식 캠페인을 벌였다. 1982년 1월부터는 대 

형 슈퍼마켓 위주로 출고를 시작하였으며 1월 중순경부터는 서울지역 소매점에도 출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82년 2월에는 판매가 크게 신장되었다 그러나 3월부터는 판 

매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판매 감소에 관련하여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 

한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해 5월에는 서울의 마당세실 극장에서 무료 경로잔치를 개최하 

는 등 농심은 신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펼쳐나갔다 

한편 농심은 겨울 동안 성장해 온 사발변의 매출이 3월이 되면서 급격히 감소한 왼인 분석 

에 볼두하기 시작했다‘ 이곳 저곳 소비자의 현장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면서 농섬은 3월부 

터 판매가 감소한 원인에 관한 정보 수집에 나섰다 농심은 끈질긴 노력 끝에 3월부터의 매 

출감소는 겨울 동안 사용하던 난로가 제거되면서 더운물을 얻기가 어려워친 때문이라는 가설 

을 정립할 수 있었다 가스 레인지나 전열기로 물을 끓여야 한다면 값이 싼 용지변에 비해 

용기면이 유리할 것이 없다고 소비자가 느낀 것 같았다. 그리하여 농심은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제품개념과 판매방식에 다음과 같은 수정과 보완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수정 1) 첫째 수정은 사발연의 마케팅 타게트(marketing target)를 바꾸는 일이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먹기 위한 식사개념으로부터 옥외나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식사의 개념으로 마케팅 타게트를 바꾸기로 했다 

〈수정 2) 제2의 수정은 〈수정 1)에 맞추어 사발면의 맛을 바꾸는 것이었다- 사무실이나 

집안 같은 설내에서의 식사로서는 담백 (mild)하게 설계된 맛이 좋을 지 모르 

나 실외(室外) 혹은 야외에서는 담백한 맛보다는 얼큰한(sharp) 맛이 더 소비 

자에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 고유의 맛인 

얼큰한 맛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제품명도 ‘육개장 사발면’으로 바꾼 것이다， 

육개장은 한국의 전통요리의 하나로서 소고기와 매운 고추를 같이 넣고 끓여서 

만든 얼큰한 맛의 대표적 식품이다. 실외 혹은 야외 식사로의 타게트 전환은 

온수기의 공급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그래서: 

〈보완 1) : 농심은 온수기 메이커와 제휴하여 전기온수기를 개발， 사발연의 판매소에 무상 

으로 대여해 주기로 했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기변의 매출신장은 지지부진하였다.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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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개발 팀이 대학 캠퍼스에서 실시하는 무료시식 캠페인에서는 학생들조차 거 

부반웅을 나타냈다 ’끓이지도 않은 것을 먹었다가 배탈이나 나지 않느냐?’，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동의 질문에서 느껄 수 있듯이 소비자의 저항은 

끈질겼다 뿐만 아니라 더운물을 붓고 기다려야 하는 4-5분을 소비자들이 지 

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농심은 기다리는 시간 4-5분을 소비자에 

게 유용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다시 제2의 보완 지혜를 짜냈다. 

〈보완 2> 용기연의 덮개에 ‘숨은 그립 찾기’， 생활영어 , 올림픽 진기록(珍記錄) 동을 수록 

함으로써 더운물을 붓고 기다리는 4-5분이 소비자에게 유용한기 시간이 되도 

록 했다 뿐만 아니라， 농심은. 

〈보완 3> : 1983년 7월부터는 삼성전자와 계약하여 사발연의 자동판매기를 개발하기에 이 

르렀고.9월부터는 이 자동판매기를 실수요처에 보급했다 

1983년은 대한적십자사가 1950년도의 한국전쟁 이후 헤어진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TV를 

통하여 거국적으로 전개한 해이다， 농심은 대한적십자사와 계약하여 온 민족의 관심이 집중 

되었던 KBS 앞 여의도 만남의 광장에 사발면 매장을 설치하여 큰 호응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농섬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토록 끈질긴 노력으로 드디어 육개장 사발면은 옥내， 옥외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나 즐 

길 수 있는 대표적인 편의식(便宜食)으로 자리잡았고， 그 판매는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 

다. 1988년 서울올림픽 공식 라면공급업체로 지정되면서 농심은 올림픽 경기장에 100여 개 

의 매장을 설치 • 운영하였다‘ 매장에는 대형 온수기와 아르바이트 대학생 및 농심의 임직원 

퉁 총 850여 명이 동원되어 전 세계에서 모인 선수， 임원， 관광객에게 용기면과 농심이 개발 

한 스댁을 공급했다. 농심의 사발연을 서양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은 NBC TV를 통해서도 

세계 각지로 보도되었고， 이로 인해 올림픽 이후 농심 제품의 수출신장이 뒤따랐으며， 그후 

‘신라면’ 개발로 이어지면서 용기연의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농심이 신제품 용기변을 칠전팔기(七願八起. seven downs eight ups)의 정신으로 

살려낸 방식은 생물학자 원스켈이 제시한 유기체의의 생존모형， 즉 감지체계와 반웅체계의 

나선형(짧族形)적 반복이다 겨울 동안 잘 팔린 용기면이 3월이 되면서 부진해짐을 ‘감지’한 

농섬은 ‘반응’체계로 들어갔다 그 반응체계는 마케팅 타게트를 옥외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제품의 설계(맛)에 변화를 주어야 했고， 온수기를 실수요처에 보급하기로 하 

는 보완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낯선 제품에 계속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이다. 더운물을 붓고 기다려야 하는 4-5분도 소비자는 지루해 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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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한 농심은 ‘반응.체계로서 소비자의 지루함을 덜어 주기 위해 용기면 덮개에 숨은 그림 

찾기， 생활영어 동을 수록한 것이다. 이렇게 감지체계와 반응체계가 나선처럼 반복되면서 드 

디어 용기연은 시장에서 생존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m. 제품의 설계 및 생산에 관한 정보 

수요에 관한 지식만으로 제풍과 서비스를 산출할 수는 없다. 농심 케이스에서도 고객의 가 

치이동에 대한 정보에 이어， 효소분해법과 진공건조법 즉 과학/기술 분야의 정보(지식)를 다 

시 입수함으로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생산에 들어갔다‘ 용기면 케이스에서도， 변성 

전분에 관한 지식(정보)의 힘으로 제품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고찰한 특 

정 케이스를 떠나서 어떤 다른 케이스에서도 통용되는 보편명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수요의 본질과 그 이통(移動)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분야의 지식을 또 펼요로 한다 과학은 (인간 이전 

에 이미 존재하는) 자연의 존재양식에 대한 인간의 깨달음이고， 기술은 (이렇게 깨달은) 과 

학지식을 응용하여 인간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발(development)의 산풀이다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과 원심력(遠心力)의 원리는 자연의 존재양식으로서 이미 인간 이전부 

터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이들에 관한 인간의 탐구결과는 과학지식이다. 이 과학지식에 근 

거하여 우리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그의 높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함으로서 1 ) 인공위성 

이 지구로 추락하지도 않고， 우주 속으로 달아나지도 않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은 (속도 

의 함수인) 원심력과 (높이의 함수인) 중력을 일치시켜 인공위성을 궤도 위에 머물게 하면서 

통신， TV중계 동에 활용하고 있다. 즉 원심력과 중력에 관한 밟(지식)은 과학이고 이 과학 

을 활용한 인공위성은 기술이다 

이론정리(理論整理) : 

(1) 산업기술(industrial technology)의 존재양식 

기업이 제품파 서비스를 기획， 설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술을 산업기술 

(industrial technology)이라고 부르자. 산업기술은 다시 제품기술(product technology) 

과 생산기술(production technology)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 

하여 기업이 직접 필요로 하는 것은 기술이지만 기술개발은 과학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기업 

1) 地上 100km 높이에서는 약 7.35km/sec의 속도 윤석철 저， 과학과 기술의 경영학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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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자사의 제품기술과 생산기술 개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과학차원의 연구에도 투자해야 

한다. 그러면 산업기술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제품기술과 생산기술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자. 

〈제품기술〉 

기업이 제품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의 펼요와 기호를 파악해야 하고， 다음 

에는(이 필요와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이 어떤 속성 (attributes)을 갖추어야 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 제품의 속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타이어를 예 

로들어보자 

소비자는 눈이나 빗길 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성과， 오래 사용해도 쉽게 마모되지 

않는 견고성， 그리고 노면(路面)의 요철(맨암)을 홉수하는 유연성(柔軟性)이 좋은 타이어를 

원할 것이다- 타이어가 이러한 속성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생산자는 타이어의 접지연(接地 

面， tread)의 [11] 8 (요철)무늬는 어떻게 디자인 (design)해야 빗길 위에서도 안전하며， 주원 

료인 고무에 어떤 첨가물질을 배합해야 타이어가 쉽게 마모되지 않으며‘ 타이어의 측면( 1則

面， side wall) 에 어떤 플라이 (p!y)를 어떻게 넣어야 유연성이 좋아질 것인가 동을 연구해야 

한다 이처럼 제품의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설계에 필요한 노 하우(know how)가 제 

품기술(product techno!ogy)을 구성한다-

제품기술에는 소재기술이 포함된다 타이어 플라이 (p!y)의 소재로는 처음에 연 코드 

(cotton cord)가 사용되었었다. 타。l 어는 노연의 충격을 유연하게 홉수하면서도 차의 하중 

(倚重)을 견뎌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타이어 측면 (side wall)은 앓고 유연하면서도 질겨 

야 한다‘ 그래서 고무만으로는 부족하여 그 속에 섬유코드로 첼 조직을 넣어야 한다. 이 조 

직을 플라이 (p!y)라고 부른다 플라이의 소재로 처음 사용했던 면은 부식되기 쉬우며 장력 

(張力)이 약하기 때문에 코드 충을 여러 번 겹쳐야 했고. 따라서 타이어의 측면 (side wall) 

이 무겁고 둔탁해져서 유연성이 떨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플라이의 소재로 레이 

용(rayon)을 사용하려는 연구개발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까지 미국 회사들이 레이온 코드 

연구에 투입한 돈은 1억불이 넘었다. 이 연구비의 투자효율을 살펴보면， 처음 투자된 6천만 

달러까지는 (코드의 장력을 기준으로 하여) 300%의 성능향상을 가져왔으나， 그 뒤 4천만 

달러 이후의 투입에서는 30%향상에 그쳤다 2) 이처럼 어떤 소재의 성능향상에는 포화현상 

이 나타나고， 이 포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소재 개발이 다시 요청된다 

2) Foster. Richard: Innovation. McKinsey & Co. 1986.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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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풍(Du Pont)사는 2차 세계대전 후부터 나일론(nylon) 코드의 개발에 열을 올렸다‘ 나 

일론 코드의 성능은 초기에는 레이용만 못했으나， 7천만 달러의 연구비가 투입된 후 탄생한 

‘나일론2’부터는 그 성능이 레이온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이론 코드는 겨울철에 유 

연성이 감소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낳았다 타이어의 소음은 승차감에 악영향을 

줌으로 자동차 메이커들은 타이어회사에 나일론을 대체하는 다른 소재를 찾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접한 셀레니스(Celanese)사는 폴리에스터 (polyester) 코드 개발을 시작했 

다 폴리에스터 코드를 사용한 타이어는 나일론 코드 타이어보다 수명이 길고， 겨울철에도 

코드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으며 따라서 소응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결국， 폴리에스터 

코드의 성능은 나이론 코드의 두 배로 나타났으나， 셀레니스사의 연구비 투자액은 듀용사의 

50%정도였으므로. 셀레니스사의 R&D 효율은 듀풍사에 비해 4배 높았던 셈이다‘ 기술선택 

의 성공 때문이었다 

〈생산기술〉 

제품의 설계가 완성되면 다음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술이 있어야 한다 생산기술 

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은 우선 하드웨어 (hardware) , 즉 필요한 생산설비와 도구가 무엇 

인지 알아야 한다 어떤 기능을 수행할 어떤 기계가 필요한지，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제작 

혹은 주문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생산설비를 만들어 판매하는 기계제작회사의 입장에 

서는 기계를 만드는 기술은 그들의 제풍기술이다 그러나 그 기계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 

려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기계는 생산기술의 한 요소가 된다 이처럼 동일한 기술이 기업의 

입장에 따라 제품기술일 수도 있고 생산기술일 수도 있다 하드웨어가 준비된 다음에 필요해 

지는 기술은 이들 생산설비에 여러 가지 왼료를 투입하는 순서 및 방법 그리고 생산설비를 

적절히 가동시키는 절차， 즉 소프트웨어 (software)적 기술이다 

우리 나라 산업발전의 초창기에는 기업경영자들이 고전하는 기술 문제는 주로 생산기술에 

관한 것이었다 1970년대 초까지는 우리 나라 제조기업은 외국에서 들여온 생산설비， 외국 

에서 들여온 원자재， 외국에서 들여온 설계도면에 따라 (외국 바이어들이 만들어 달라는 사 

양대로) 제조만 하면 되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수입한 기계의 사용법을 어떻게 습득하며， 그 

것이 고장날 때 어떻게 수리하며， 설계도면을 어떻게 해석 소화하며， 제조의 정밀도를 어떻 

게 높이며， 불량률을 어떻게 낮추며.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동 소프트웨어척 기술문제가 

당시의 주된 문제였다. 

소프트혜어적 생산기술은 환경변화에 따라 그것을 수정 혹은 개량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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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979년에 (洙)大宇는 한국에 있던 동신(東信)타이어의 생산 설비를 아프리카 수단 

(Sudan)으로 묻어가 타이어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을 시도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제품이 

잘 나오지 않아 고전했다. 한국의 평균 기온(섭씨 25도)에서 유효했던 방법이 아프리카의 높 

은 기온(섭씨 45도)에서는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생고무와 합성고무， 그리고 100여종 

의 첨가물질을 어떤 순서에 따라 어떻게 배합하며， 배합된 고무를 타이어의 각종 부품(예， 

나이론 코드)들과 어떻게 접착시키고， 성형(成形)된 생(生)타이어 (green tire)를 어느 정도 

의 온도에서 어떻게 가류(加뻐. vulcanize) 하느냐 동의 문제가 모두 소프트웨어적 생산기 

술이다. 여기서 가류란 고무에 유황을 가하여 가열함으로서 화학반웅을 일으켜 고무의 물성 

(物性)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 을 말한다 

생산기술과 제품기술 사이의 관계가 절대 독립(independence)은 아니다 제품설계 여하 

에 따라 필요한 공정(工程)이 결정되고. 공정의 기술적 사정에 따라 제품설계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타이어의 앓은 부분(예， 사이드 월)은 10분이변 충분히 가류(加없) 

가 되지만. 접지연 (tread)과 측면 (sidewall)이 만나는 두꺼운 부분(이 부분을 타이어의 어 

깨. shoulder라 부른다)은 더 긴 가류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제품설계 시에 어깨부분에 어 

떤 가류촉진제를， 얼마만큼 넣어야 같은 길이 (10분 정도)의 가류시간 내에 제품의 모든 부위 

가 균둥하게 가류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은 가류에 요하는 시간을 최소화시 

켜서 생산코스트 즉 생존부동식의 우단.C를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기업의 목표가 

생존부등식의 좌변 V를 높여야 하는 동시에， 우변 C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제품기술과 생산 

기술이 서로 독립적일 수 없다는 요청은 당연하다 

(2) 과학과 기술의 체현(體現. Embodiment) 

과학과 기술에 관한 지식이 기업을 위해 절대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은 과학과 기술 

의 보유수준을 높이기 위해 계속 투자해야 한다. 과학과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이 어떤 형태로 어디에 존재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 과학과 기술은 지식이요 지혜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인간의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구체적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죠官(five 

sensory organs. 눈， 귀， 코， 혀， 피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존재를 구체적(具體的) 폰재， 

그리고 인간이 관념적 (觀念的)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추상적 (抽象的) 존재라고 분류 

하자 기독교에서 믿는 신성(神性)은 인간의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므로 추 

상적이다- 그러나 예수 크리스토는 그의 제자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존재였다， 따라서 추상적 존재언 신성이 인간의 육체에 체현(體現. embody)되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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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존재가 예수 크리스도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 

과학과 기술도 지식이요 지혜이므로 인간이 오관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존 

재가 아니다 인간은 과학과 기술이 체현되어 있는 소비재， 그리고 그것을 생산하는 생산재 

를 만지거나 볼 수 있다 TV. 컴퓨터， 자동차， 무선전화 퉁 소비재 속에 과학과 기술이 체현 

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최종 소비재는 소정(所定)의 생산과 

정을 거쳐서 탄생하므로， 궁극적으로 과학과 기술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 (Machinery) . 

소재 (Material) . 생산방법 (Method) . 그리고 사람(Men) 속에 체현되어 존재한다. 과학과 

기술이 체현되어 있는 이들 네 요소가 모두 M으로 시작되므로 이들을 4M이라 칭하면서， 

4M에 체현되어 있는 과학과 기술은 어떻게 습득， 이전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자 

〈기계 속에 체현된 기술〉 

기술은 대개 기계나 생산설비 등 하드웨어 (hardware) 속에 체현된다 이 경우 하드웨어를 

구입하면 그 속에 체현되어 있는 기술은 같이 따라 온다. 그래서 생산설비의 구입은 가장 빠 

른 기술이전 (transfer of technology)의 수단이 된다. 이미 제 7장에서 고찰한 바 있는 농심 

케이스에서도 농심은 효소분해， 진공건조 동 첨단기술을 내장한 생산설비를 도입하고 이들 

기술을 사용하여 즉시 분알수프의 품질혁신을 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입한 설비 속에 체 

현된 소프트 노하우(soft know how)를 소화하여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일은 또 다른 기 

술적 문제이다 값비싼 기계를 수입해 놓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 녹슬게 버려 두는 

경우는 이 때문이다， 기계를 파는 기술선진국이 기술자 인력난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기계를 

사는 나라의 기술인력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수출 함으로서 설비사용의 소프트 노하우를 배 

워 올 수 있다. 예컨대. 1971년 우리 나라의 (주)한국기계공업이 독일의 MAN사로부터 디 

젤 엔진 (diesel engine) 생산설비를 도입했을 때， 한국기계공업은 독일 경제성장기의 인력 

부족 사태를 고려하여， 자사의 엔지니어와 기능공들이 독일 MAN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독일 

로 가서 일하게 했다， 이들은 1-2년 통안 디젤엔진 생산설비의 설치， 시운전， 가통 및 보수 

방법 동을 배운 후 꺼국하여 한국기계공업에 귀중한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소재 속에 채현된 기술〉 

기술이 소재 속에 체현되어 있는 경우도 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은 소재의 구입으 

로 가능해진다 제7장에서 살펴본 변성전분의 경우를 예로 셜명해 보자. 변성전분은 밀가루 

와 결합하여 밀가루가 낮은 온도에서도 빨리 악을 수 있게 만드는 식품소재이다 일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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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라면 회사들은 네덜란드의 Abebe사로부터 변성전분을 수입하여 쓰고 있다 전분은 

갑자에서 얻어지는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은 탄소와 OH基가 연결된 분자구조를 가진다‘ 탄 

수화물의 OH基에서 O를 떼어 내고 그 자리에 CH3COO를 붙인 것이 변성전분이라고 

Abebe사가 공개했다 변성전분이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식품소재임을 얄리기 위해서 일 

것이다 이렇게 제품의 구조식은 알려져 있지만 그 생산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술후진 

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선진국은 독점가격의 혜택을 누힐 

수 있다， 

〈방법 속에 체현된 기술〉 

생산기술은 방법 (methods) 에 관련된 노-하우 형태로， 특허 (patent) '--l- 매뉴얼 (manual) . 

프로그램 (program) 등에 체현되어 있다， 이런 기술은 라이센스(!icense) 계약의 체결에 의 

해 사용료(royalty)를 지불한 후 이전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첨단기술 

은 그 보유자들은 이전을 거부한다 。l 런 경우 기술을 훔치기 위한 산업 스파이전이 전개되 

기도 한다 기술이란 ’콜럼부스의 계란’처럼 알고 보면 간단한 것도 많다 타이어의 경우 많은 

불량(不良) 케이스가 고속도로 주행도중 타이어가 파열하는 사고였다 1970년대의 우리 나 

라 어느 타이어 회사는 이러한 파열방지를 위하여 선진국 모 회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 

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류공정에 투입하기 전의 생(生)타이어에 군데군데 송곳질을 하여 타 

이어 내부에 남아 있는 작은 공기주머니들이 가류도중 밖으로 빠지도록 하는 것이 기술의 요 

체였다 이들 작은 공기주머니가 타이어 속에 남아 있으면 이것이 고속 주행 중 열을 받아 

팽창하여 타이어 파열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방법 속에 체현된 기술의 예로서 조선(造船)분야에서 유명해진 블록(block) 건조(建造)기 

법이 있다 이 기법을 일본의 신토 히사시(1934-1981)씨가 개발하기 천까지는 대형 선박을 

건조할 때 일체의 작업을 건선거(乾船떻. dry dock)에서 실시해야 했다. 일본 쿠레조선소에 

서 일하던 신토씨는 1951년에 선체(船體)를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각 블록을 별개의 작 

업장에서 완성한 후 건선거에 가져와 조립하는 기법을 개발했다. 선박을 여러 블록으로 나누 

는 방법은 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또 같은 크기의 배라도 배 내부 구조에 따라 달라져 

야 한다， 블록건조기법에서는 블록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나뉘어진 각 블록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기술의 핵심이 있다- 블록건조기법으로 인해 평균 187ß월 걸리던 작업이 7개 

월로 단축될 수 있다고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조선소는 대형선박 제조에 이 기법을 채택하 

고 있다 이처럽 새로운 생산기술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계속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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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속에 체현된 기술〉 

생산기술의 일부는 사람의 육체 속에 체현되어 있다 사람의 머리 (brain)와 근육 속에 체 

현된 기술이 이 분야에 속한다. 목수(木手)가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 내는 기술‘ 봉제공이 의 

복의 어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바느질하는 기술 둥은 근육 속에 체현된 기술이다 단순한 기 

능 수준을 넘어선 고급 노-하우는 경험으로 머리 속에 축적된 것이 많다 작업자의 근육 속 

에 체현된 기능 (skill) 분야에서 우리 나라 기능공들은 세계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 

적을 과시했다， 그러나 고급기술은 오랜 경험의 축적과 고도의 탐색실험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런 기술을 습득하는 일은 장기(長期)기술개발 계획과 투자， 그리고 기술을 배우려는 기술 

자들의 열망， 그 기술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사회의 가치관 등이 결합하여 가능해진다， 원자력 

발전소의 터빈을 예로 들어보자-

〈원자력발전소의 터빈제작 케이스 >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발전기 터빈을 제작은 하고 있다 단， 제작에 쓰이는 설계도면을 외 

국에서 들여와， 그 도면에 따라 부품을 깎고， 조립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연 왜 우리 힘으로 

설계도면은 못 만드는가? 설계도면을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터빈의 회전체(回 

뺑體)와 여기에 조립해 끼우는 날(blade)의 예를 가지고 이 문제를 살펴보자 회전체의 날을 

설계하려연， 날의 소재를 무엇으로 하느냐， 규격의 정밀도는 얼마로 하느냐 둥이 문제된다 

사용한 소재가 300. C 정도의 수증기 속에서 얼마나 (몇 천 분의 lmm) 팽창할 것이냐， 이 

팽창을 고려하여 조립용 핀 (pin)의 직경과 그 핀을 꽂을 구멍의 내경(內찜) 사이에 공차를 

얼마로 (몇 천분의 몇 mm로) 할 것이냐 퉁이 문제된다 핀의 외경과 내경 사이에 공차가 

너무 작으면 핀이 팽창하여 그 응력으로 구멍 주위에 금(crack) 이 생기고， 이 금이 높은 진 

동 상황에서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약 핀의 외경과 핀 구명의 내경 사이에 공차가 너 

무 크연 핀의 진동이 내경을 마모시키면서 핀이 빠지는 고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 외경과 내 

경의 정밀한 치수를 정하는 계산상의 문제， 설계된 치수대로 정밀하게 가공하는 방법， 또 조 

립할 때 핀의 나사를 조이는 강도(꿇度) 둥 모두가 중요하다- 조립시에 나사를 너무 세게 조 

이면 고옹에서 크랙이 생길 위험이 있고， 너무 약하게 조이연 고진동에서 혼들릴 염려가 있 

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이론적으로 풀리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탐색실험에 의해 적정해로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적정해를 얻어내는 일도 쉽지는 않다 터 

빈올 둘러싸고 있는 껍질(케이싱. casing)은 약 15cm의 두께의 강철이다. 터빈 속으로 고 

온고압의 수증기를 유입시킬 때， 이렇게 두터운 케이싱 내부의 어느 위치에서 압력과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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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변화되며. 100여 개나 되는 터빈의 날(blade) 에 어떤 힘을 미치는지를 측정하는 일 

은 쉽지 않다. 1989년 울진 원자력 1. 2호기의 시운전 중 일어난 터빈 사고는 조립 부위의 

파열로 일어났다. 유럽에서는 50cycle의 전력을 사용한다. 따라서 50cycle 터빈만 만들어 

온 불란서의 Alsthom사가 60 cycle의 터빈을 한국의 울진 원자력에 공급하면서 공명진동을 

피하는 설계에서 시행착오를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술선진국은 장사도 하고， 시행착오 

경험도 축적한다 

W 결 론 

인류의 경제활동이 시작된 이래 빈부격차(負富隔差)를 만들어 내는 힘 (forces)의 원천이 계 

속 바뀌고 있다 농경시대에는 토지가 가장 강력한 생산요소였고， 따라서 토지가 부(富)의 원 

천(i原果)이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본(physical capital)이 최강의 생산요소가 되었고. 자 

본의 보유여하(保有如何)가 빈부를 양극(兩極)으로 갈라놓았다 20세기에 기술(technology) 

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보유여하가 빈부를 양극화하는 새로운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 

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정보화， 세계화， 무한경쟁 사회가 진전되면서 기술보다 더 넓은 개염 

인 지식 (knowledge)과 정보의 보유여하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주요요소로 등장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식의 변화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기 시작했다‘ 첨단산업분야에서는 지 

식의 반감기(半減期. half life) 가 1年에 불과하다는 연구발표가 나왔다， 이 말은 지식을 기반 

으로 하는 경쟁력 (competence)의 라이프사이클이 계속 짧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되면 학습Oearning)의 속도(speed)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빠른 학습자(rapid learners)’‘와 

“느린 학습자Cslow learners)"가 앞으로 부와 빈의 양극을 형성하는 새 요소가 되리라는 것이 

세계지성들의 결론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차원， 기엽차원， 개인차왼 모두에서 일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오스트렐리아(Australia) . 뉴질핸드(New Zealand). 브라질(Brazil) 등 

이 “느린 학습자”군에 속한다는 연구발표가 있어서 이들 국가의 위정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빠른 학습자”군에 끼게 되었다 기업의 경쟁력은 제 1차적으로 제품의 경쟁력 

에 의해 결정된다 제품의 경쟁력은 그 기업의 기술축적의 함수가 된다 그런데 기술축적의 

주체 (subject)는 사람 즉 인적자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적자원관리는 기업 경쟁력관리의 

기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차원에서도 “빠른 학습자”와 ”느린 학습자”의 갈림은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지도자들은 종업원들이 “빠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부구조 

Cinfrastructure)의 조성， 서비스 제공， 교육 및 R&D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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