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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경쟁의 역사가 주는 정보， 기업의 생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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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지난 5억 3천만년 똥안 자연생태계에서 일어난 생존경쟁의 역사룹 탑구하면서 기 

업이 무한경쟁 시대의 생존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조건음 제시하허고 한다 적당한 수준의 경 

쟁은 당사자틀에게 적정 수준의 긴장을 유발시켜서 당사자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 

다 그러나 과당경쟁은 당사자 모두에게 그 폐해가 파괴적이기 때문에 오늘의 무한경쟁 시대 

에 현병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볍론윤 탐구하는 일은 경영학의 중요과제가 된다 이 논문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혹은 서 tl] 스가 무한청쟁에서 살아납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두 개의 부등호로 연결된 하나의 부등식으로 도출한다 

II. 생존경쟁의 역사 

생존경쟁은 5억 3천만 년 전 소위 강브리아 (Cilmbria) 기부터 시 작되었다 이 시대 이선에 

도 생물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틀은 약육강식 수준의 경갱 없이 단순히 유기윤질을 흡수하 

면서 평화룹게 살아 왔다 그러다가 칸브라아때부터 아노받로카리스(Anomalocaris 學名)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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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강력한 어류들이 나타났고 약육강식이라는 격렬한 생존경쟁이 시작되었다 그 후 지금 

까지 5억 3천만 년을 거치면서 진화에 성공한 종(species)틀과 공룡처럼 그에 실패하여 멸종 

한 종들이 갈리게 되었다 그러면 진화에 성공한 종들의 생존지혜는 무엇이었는가를 살펴서 

그의 경영학적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보자 

진화에 성공한 종들이 선택한 첫 생존전략은 과당경쟁이 없는 황무지 (frontier) 즐 찾아 새 

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황무지라 함은 약육강식이 아식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삶의 영역을 뜻한다 진화의 역사에서 보면 바다 속에서 약육강식에 식상한 일부 어 

류들이 바다로 흘러드는 강울 입구 즉 민물 속에는 아직 어류가 살지 않는다는 사설을 발견， 

이곳을 제 1차적 황무지로 생각하고 이라 이주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강물 속에서도 

약육강식이 시작되자 일부 어류가 다시 제 2의 황무지로서 강변의 육지로 기어올라 왔다 그 

러나 어떤 황무지를 개척해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곳에서 다시 치열한 생존경쟁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명한 종들은 황무지 개척 전략 이외에 다른 방식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이 곤충과 

포유류가 개발한 ‘주고받읍’의 생존양식(樣式)이다 

곤충은 자기에게 먹이를 대어주는 식물 즉 경영학적 용어로 고객 (customer) 이 잘 번식하 

도록 도와주는 서비스(service) 를 개발하는 전략을 택했다 바람을 이용하여 가루받이를 하 

던 식물들은 곤충이 해주는 가루받이가 더 표과적임을 알고 곤충들이 좋아하는 꽃가루와 꿀 

을 생산하려는 진화노력을 계속했고， 곤충들은 가루받이를 효과적으로 해주기 위한 신체구조 

를 진화시킴으로서 서로 서로가 더 잘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주고받음익 관계를 완성시켰 

다 한편 식물의 열애를 먹이로 선택한 포유류(뼈효類)는 열매를 (바로 나무 밑이 아년) 다 

른 곳으로 옮겨가서 먹거나， 그것을 먹은 후 열매 속의 씨를， 배변(排便)을 통하여 멸리까지 

전파시켜 줌으로서 벅이식물의 번성을 도와주었다 움직일 수 없는 식물틀은 포유류가 자기 

씨앗을 멸리까지 전파시켜 주는 일이 고마웠을 것이고， 따라서 포유류가 좋아하는 육질이 많 

은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 진화의 노력을 계속했을 것이다 

이렇게 포유류와 열매식툴들이 각각 주고만음’의 고객관계를 형성하는 동안 공룡은 자기의 

막강한 힘만 민고 고객(즉 먹이를 주는 식물)을 착취만 했다 공룡은 큰 몽짐을 유지하기 위 

해서 하루에 0.6 톤( ton) 이상의 나뭇잎을 먹어야 했다 결국 숲이 황폐해지자 공룡들은 열 

악한 조건이지만 숲이 남아 있는 곳을 찾아 이주해야 했고， 후기 공룡의 화석이 추운 곳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속 숲이 황폐화되연서 먹이의 절대량이 부족 

해지자 공룡들은 처1 구가 작아지고， 번식력도 감소하여 개체수가 격감했고， 6천 5백딴 년 전 

지구에 이변이 일면서 생존여건이 악화， 결국 별종을 맞았다 한다 그러나 곤층과 포유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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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들과 먹이식물을 충분히 번성시켜 놓았기 때문에 지구의 이변에도 일부가 살아남아 

서 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고생물 학자들의 추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역사의 메시지는 분병하다 공룡처럼 자신의 거대한 옴집과 힘을 받고 〈너 

죽고， 나 살기〉 식으로 먹이(즉 고객)를 일방적으로 착취만 한 종(種)은 (먹이고갈을 야기하 

여) 결국 멸망하고 말았지만， 곤충과 포유류처럼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식물을 ‘고객’으로 인 

식하고 그들과 주고받음’의 관계를 형성하여 〈너 삼고 나 삼고〉 식 공동번영 전략을 개발한 

종은 번성했다 중국의 성현 공자m子)가 가르친 인 (f-: )의 모형을 곤충과 포유류들은 이 u] 

수 억 년 전 실천에 옮긴 것이다 그러떤 인간사회에서 〈너 살고， 나 살고〉 모형은 구체식으 

로 무엇인가? 

m 인간사회의 〈너 살고 나 살고) : 주고받음 이론 

인류학자 (anthropologist) , 마르셀 모스 (Marccl Mauss , 1872-1950)는 재화와 서비스， 

말(듬)과 상정， 그러고 사람(여자)의 주고받음에 의해 사회적 삶의 판세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인류학에서는 결혼까지도 그 본질적 의미를 부족 간 가분 간， 사람 특히 여자 

의 〈주고받음〉으로 본다 자기 누이동생을 옆 마블로 시집보내고， 그 u~을에서 자기 부인윤 

앗아오면 u~을과 마을 사이에 이유 없는 살인 방화나 약탈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어느 

문화권(文化聞)에서나 근진간의 견혼은 가급적 금기(싼료)시 하는 것 같다 자연 생태계 속 

의 주고받음은 (꽃피는 식물과 곤충， 열애식물과 포유류 사이에) 띄이와 번식을 추구하는 

차왼이지만， 인간사회에서는 울질적 경제적 가치는 불론 정신석， 정서적 가치 등 모두가 주 

고받음의 대상이 된다 주고받음이 원환하지 못한 공동체는 그것이 국가였든， 기업이었던 혹 

은 개인이었던 모두 쇠퇴하거나 사라지고만 것이 역사의 증언이다 다음 케이스플 옹하여 이 

사실을 확인하자 

〈국가와 국민 사이의 주고받음〉 

1960년 전 세계른 긴장시킨 비행기 추락사건이 있었다 U2가라는 이픔의 미국 정찰기 한 

대가 소연방공화국 (USSRl을 고공(감추) 비행하다가 소련의 로켓플 맛고 우 i살산맥 북쪽에 

떨어진 것이다 당시의 흐루시초프 소련 수상은 Ul\총회에 나와 신딴을 벗어 들고 연섣탁자 

룹 치연서 노발대말했다 그는 U2기의 만진 가지른 제공한 나라를 지구상에서 “딴소 Ui써 

obliterate) ’시켜버리겠다고 만했다 그까 사용한 "obliteratc 반 단어는 종이 위에 쓰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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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끌자틀 지우개로 “지워버린다”는 뜻이다 "1 국은 불론 미국에 공군기지틀 제공하는 우방국 

까지도 소련의 핵무기로 없애버리겠다는 위협이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떨며 듣고만 있 

었다 그런데 세월이 흔러 1992년 1 윌 15일 똑 같은 U2기가 우리나라 동해안에 추락했다 

이 보도가 한국을 위시하여 여러 나라 신문에 났다 그러나 이 U271 의 추락에 대하여 누가 

항의했다는 소식은 그 후 뜰리지 않았고， 단순한 비챙기 사고의 하나로 처리되어 버린 것이 

다 똑같은 정찰기의 똑같은 사고를 놓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그 답은 간단하다 소연 

방공화국 USSR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거대한 공룡처럼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강국이 왜 

이렇게 사라졌는가? USSR이 사라진 왼인도 공룡처럼 고객과 주고받음‘의 관계형성에 실패 

했기 때문이다 국가는 (고객인) 국민이 제대로 살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 서비스를 잘 해 주 

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잘 살게 해주연 국민은 국가에 납세와 국방의 의무， 국기를 향하 

여 경의를 표하는 애국심을 바칠 것이다 국가와 국민사이에 이렇게 ‘주고받음’의 관계가 왼 

만스러웠다연 왜 초강대국이 스스로 붕괴했겠는가? 군사력은 세계 정상에 이르렀으나 국민의 

소비생활은 최하 수준에 이르렀었다 1990년 상황보도에 의하면， 모스크바에서 같라디보스 

토크까지 항공여행을 하려띤 비행기 표의 값은 당시 미화로 2달러 정도인데， 그것을 구입하 

려면 신청해 놓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국민인데， 

국민이 빵 한 덩이 사기 위해서도 장사진을 치고 기다리게 만든 USSR은 (외국의 침략 때 문 

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용괴한 것이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주고받음， 무역이론〉 

리카도(Oavid Ricardo , 1772-1823) 밀 (John S. Mil l. 1806-1873) 등 고전주의 경 

제학자틀은 (경제발전의 수준에 차이가 나는 국가간에도) 각국이 특정 제품의 주고받음’ 즉 

교역 (trade)을 롱하여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이론을 전개했다 생산비의 상대적 차이 

즉 비교생산비 (comparative production cost) 에 의해 어느 나라가 어느 제품을 생산할 것 

인가를 결정한 후 각국이 생산한 제품을 주고받음’으로서 참가자 모두에게 이익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비교우위이론(比較펑j，[理論. comparative advantage theory)이다 예를 

틀어， 한국과 필리핀 두 나라가 모두 쌀과 섬유를 생산할 수 있고， 각 제품의 단위당 생산비 

가 나라에 따라 아래 표와 같다고 하자 이론의 간결성을 위하여 여기서의 생산비는 생산량 

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변동비를 발한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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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각r} 한국 펼리핀 

섬유(100M) $100 $90 

쌀(100Kg) $120 $80 

위 데이터에 의하면 두 제품 모두와 관련하여 필리핀은 한국보다 생산비가 싸므로 한국과 

는 교역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두 나라가 교역을 하지 않는다면， 각 국이 섬유 100M와 쌀 

100Kg을 자급자족(自給自足)하기 위하여， 

한국은 $100(섬유)+$120(쌀) =$220. 

필리핀은 $90(섬유) +$80(쌀) =$170 

의 생산비 틀여야 한다 그런데 두 제품에 관한 생산비를 비교적 판점 (comparative viewpoint) 

에서 고찰해보면 한국은 필리핀에 비해 섬유를， 필리핀은 한국어1 비해 쌀을 상대적으로 

(relatively) 싸게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얄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섬유생 

산비 ($100)가 쌀 생산비 ($120)보다 작은데， 필리핀의 경우는 반대로 쌀의 생산비 ($80)가 

섬유 생산비 ($90)보다 작기 때문이다 ) 이 점에 착안하여， 한국은 두 제품 모두를 위해 투입 

하던 생산비 ($100 +$120 = $220) 전부를 섬유 생산에만， 그리고 필리핀 역시 $90+$80 

=$170 모두를 쌀 생산에만 투입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양국에서 생산되는 두 제품의 총 생 

산량은 얼마나 될까? 여기서 생산비란 (생산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변동비를 의미하므로 

이 문제는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바례식의 문제가 된다 즉 한국의 경우에는 . $100로 성유 

100M를 생산할 수 있다연 $220로는 몇 M의 섬유를 생산할 수 있나?릎 묻는 문제까 되어 

답은 220M가 된다 1) 필리핀의 경우에는 $80의 생산비료 쌀 100Kg을 얻을 수 있다연， 

$170의 쟁l산비로는 몇 Kg의 쌀을 얻을 수 있，-/- 7를 묻는 문제가 되어， 비례방정식에 따라 

답은 2125Kg이 된다 2) 

이렇게 얻은 생산량을 가지고 각국이 반은 자국에서 소비하고， 반은 상대국에 수출하는 ‘주 

고받음’의 관계를 맺는다연， 각국은 자급자족 할 때보다， 

1 ) 이것은 중학교 수학에서 ($100 100M = $220: X) 의 비례식에서 미지수 X를 구하는 문제이고 X = 

100M x $220 + $100 = 220M이다 

2) $80: 100Kg = $170: X => X = 100Kg x $170 + $80 = 212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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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220-200) -i- 2 ~ 10M. 

쌀 (212.5-200) -i- 2 ~ 6.25 Kg 

만큼 (쌍방이 모두) 더 부유해지는 것이다 

리카도의 비교우위이론에서는 생산비를 (화폐 대신) 소요인려 (A力)으로 계산했지만 위에 

서처럼 화폐단위로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가 된다 독불장군(獨不將軍)처럼 자급자족하는 것 

보다. (곤충과 포유류처럼) 고객을 찾아 ‘주고받음획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현명한 삶의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N. 기업의 주고받음， 쉽지 않다. 

삶에 이르는 길이 고객을 찾아 ‘주고받음’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다연， 개인이나 조직의 

쇠망(흉亡)은 주고받음의 관계형성에서 설패한 결과이다 역사 속에는 홍(興)도 있지만 망 

(亡)도 많다 이것은 주고받음의 관계형성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럴까? 주고받음의 어려움이 가장 사실주의적 (realistic)으로 나타나는 곳은 기업과 소비자 

샤이이다 실재했던 케이스를 살펴보자 

〈케이스 계란 후라이 (f ry) 자판기〉 

한국의 어느 발명가가 ‘계란 후라이 자동판매기’를 개발한 적이 있다 동전을 넣으면 당갈이 

내려와 깨지면서 껍질은 제거되고 가열된 철판 위에서 계란이 후라이 (fry)되는 장치였다 특 

허까지 따냈으나 이것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인이 나타나지 않자， 발명가 자신이 사재를 털어 

몇 대를 만들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본 사람들은 흥미를 보였지만 결과는 실패였 

다 자동판매기에서 요리되는 계란 후라이를 사 먹으려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 

다 계란 후라이는 (밥이나 빵이 없이) 그것 단독으로는 식사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 판매부 

진의 이유인 것 같았다 다시 말하면， 자판기에서 나오는 계란 후라이는 ’주고받음’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소비자를 확보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철저한 시장조사 없이 ‘이런 것이 나오면 

많이 팔리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제품개발에 투자한 개발자는 큰 손실을 입었을 것 

이다 

‘주고받음’의 실패는 한동안 잘 나가던 제품에서도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서) 슬며시 나타날 

수 있다 지난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주류(술) 시장에서 고량주(高梁酒)의 위치는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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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다 고량주는 옥수수나 감자 같은 곡식으로 벚은 도수 (1뚱敬) 높은 술로서 중국음식점을 

중심으로 폭넓은 소비층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애주가들의 취향이 

변하면서 소주의 수요는 늘어나지만 고량주의 판매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고량주에서 시장점 

유율 1위를 자랑하던 동해(東‘홉)양조공업은 이 추세플 알아채고， (고량주의 장점을 살라고 

단점을 보완한다는 목표로) 신제품을 개발하기로 계획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1년여의 노역 

끝에 이 회사는 알콜 함유도가 소주보다는 높고 고량주보다는 낮으면셔 고량주의 풍미를 살 

린 30도 짜리 제품을 개발， 동해 백주(마西)‘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다 “사나이 가슴에 불은 

당긴다 ’는 숭로건으로 막대한 팡고까지 퍼부었으나 맥주의 수요는 늘지 않았고， 통해양조는 

개발비와 팡고비의 부담으로 신제품 개딸 8개월 반에 파산에 이르렀다 이들 케이스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고객과 주고받음의 판계에서 성공하려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 고객이 

원하는 것을 졸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왼하거나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주려고 노력하연 

결과는 자원낭비가 되고 만다 

고객이 느끼는 필요와 기호를 수요 (demand)라고 정의 (defïne) 하자 산업발전이 미진(未 

盡)하여 부족한 것이 많은 후진(後;m)경제에서는 기업이 고객의 수요털 파악하는 일이 비교적 

쉽다 그러나 산업이 발진하여 풍요롭고 복상해진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좋아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 무엇인지 즉 수요틀 파악하는 능력이 강요해친다 고객의 펼요， 아픔， 기호(즉 수요)가 무 

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영자의 인식능력을 감수성(싼受性， sensi ti vi Ly) 이랴고 정의하자 

V. 경영자의 필요조건(1) 감수성 

교육심리학에서 개발한 IQ (intelligence Quotien t) 의 개념이 지적(처lÉ(I) 차왼의 능력을 

의미한다연， 다른 사람의 필요나 아픔 정서를 감지(感知)할 수 있는 능력은 징적 (1춤ÉJ(J) 차 

왼의 능력일 것이고， 감수성은 여기에 속함 것이다 흔히들 예술가는 감수성으로 작품을 창 

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본짐적으로 장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감수성이 어떤 형태로 장조에 이어지는지 역사적 사례를 통하여 탐구하자 

〈국가의 정치차원〉 

세종대왕은 백성(꺼까)을 고색’으로 정의( ，ζ흉)하고 고객의 필요 아픔， 정서가 무엇인지 

표 감지하는 위대한 감수성음 반휘한 것 갇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연， 세종 임금 즉위 후 

수년간 가움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흉년으로 고생히는 백성익 아픔을 꽉격한 세종은 농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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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도콕 측우기를 만들었고， 정초(鄭샘) 변계문(}季ι) 등을 시켜 각 지방을 돌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영농(파j댄짤農)의 방볍을 정러한 책을 펴내게 했다 각 지역의 노 

련한 경험자들에게 풀어 지역벨 영농의 득성을 밝힌 이 색이 농사직설(農뿔直說)이다 그러 

나 농사직설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농민이 식접 읽플 수 없다는 사실블 딸고， 무식으로 고 

생하는 백성틀을 도와주기 위해 세종은 훈민정음 창재릎 생각한 것이다 세종은 오늠날 기업 

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우리 글 개발에 나섰다 우선 거]품개발조직 으로서 정음청 

(止품안)을 두었고 집현전 학자틀블 중심으로 ‘개발 딘 을 구성했다 그러고 이 분야의 첨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중국 요동싱에 와 있는 읍운(룹써) 학자 황찬(1M價)에게 성삼문(f，\(드 

問)윤 파견하여 전문지식도 배워 오게 했다 당시 한문({힌文)지식의 독점혜택을 누리민 사대 

부 세력의 거센 반발 등 우여곡젤 끝에 개발된 한글은 G5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 국민 

에게 가장 사랑 받는 제품이 되어 있다 

오늪날 세계의 어문학자(댐￡텔1\)늪은 한끌블 접하면샤 세 번 놀란다고 한다 (1 )한끌의 

홀륭한 성능과 배우기 쉬운 점에서 처음 놀마고 (2) 이런 글이 왕정시대의 한 군주에 의해 

계획적으료 개발되었다는 사실에서 놀라고， (3) 훈민정응 반포문(녀IIKlI::퓨 i이布文)에 나오는 

j민연’(閒然)이란 단어에 놀란다고 한다 반포문을 오능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다음과 갇다 

‘우리 나라의 언어가 중국의 것과 다므기 때분에， 중국의 한문으보서는 의미가 서로 똥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펴지 뭇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런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새글 28자틀 제정하니， 국민들이 쉽게 익혀서 일상 생활에 

편히 사용하기 바란다 ’ (따文 國之댐품이 }안éfrþ 國하야 與文字로 不相流꽤임새 故로 빵民이 

有所값，<Oi이나 而從不得Irp其情者多짜라 +1옥此뼈씬하여 新웠τ十八字하니 값;1벗 AA易접하여 

便於日用롯라) 반포문 속의 민연(뼈았)은 동사 위(깐)의 목적보어(補語) 역할을 한다 그 

래서 형용사 형태인 민연(빼씻)으보 되어 있는 것을 영사 형태로 사용하기 위하여 민연(써l 

없)으로 바꾸자 인간(고객)의 필요， 아픔， 정서를 감지하는 능역인 감수성의 본질이 빈연(뼈 

l짧)의 정(↑f，) 에 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시젤(서력 1443년)은 국민이 주권블 가진 민주주의 시절이 아니었다 

당시의 왕은 지방관리의 가렴주구(까敬%求)나 막아 주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해 주변，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군주라는 칭송올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시철에 세종대왕은 백 

성을 (그가 몽사해야 할) 고객으로 정립 ("E :[)하고， 고객의 아퓨파 필요플 인식하는 놀라운 

감수성을 발휘하였다 다음에는 기업 경영자가 감수성을 발휘하여 소비자릎 위한 제품 혹은 

서비스를 개발한 케이스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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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차원〉 

우리나라 식품점에서도 시리열 (Cereal)이라는 식품을 쉽게 흠 수 있다 시려열은 빌， 옥 

수수 보리 등 곡물윤 왼료로 하여 우유에 타서 먹을 수 있도꽉 가공한 식품이다 우리나라 

에도 (경기도 안성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시라열식품 메이커인 다국적기업 캘록(Kellogg) 

사는 캘록 (Will Keith Kellogg) 에 의해 1905년에 창립되었다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한 켈 

록은 젊어서 미국 미시간주의 작은 도시 ‘배틀 크리크 (Battlc Creek) 에 있는 대과 병원에서 

1880년부터 1905년까지 25년간을 잡역부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일과 중에는 벙왼 입왼환 

자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도 있었다 이 일을 하띤서 그는 소화기 (iíl化器) 셰동 환자블이 

빵을 먹으연 속이 펀치 않다는 푸념을 들었다 환자블이 무심결에 증헐거피는 이 푸념에 켈 

콕은 민연의 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병원의 급식 메뉴는 곡불(앓物) 육 듀， 야채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곡한식은 어느 식사에서나 빠질 수는 중요부분이다 그래서 캔독은 믿 을 사용하여 

빵 대신 다른 것을 만듀 수 없을까 하고 궁리했다 소화기 환자가 빵을 먹고 속이 불편해 하 

는 것은 빵 속에 남아 있는 이스드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믿고， 그는 이스프를 사용하지 않는 

대용식을 만들기 위한 설험에 플어갔다 

켈록은 멸을 삶아서 먹기 쉽도팍 눌러내는 방법(우리나라의 납작 뢰리쌀 개념)으로 실험윤 

해보았다 그러나 환자블이 환영하는 식품은 나오지 않았다 켈록은 포기하지 않고 밀을 삶 

는 시간， 그것을 눌러내는 룰랴 (roller) 의 양력과 속도 등 여러 데이터판 바꿔 보띤서 실힘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설험음 하기 위해 및플 삶아 놓았는데 병왼장이 급히 심부릎을 

시켜 시카고에 다녀와야 했다 다녀와서 보니 사흘이 지나는 동안 삶아 놓은 일은 곰팡내가 

났다 그냥 버렬까 했으나 설험이나 한 번 해보고 버리자고 생각하고 빌을 룰러에 넣고 밀 

어 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 앓은 박편(쩌片. t1 akes) 블이 룰리에 

서 밀려 나왔다 이 박편들은 아주 앓았기 때문에 열은 불에도 바삭바삭하게 말릴 수 있었 

고， 입에 넣으면 눈송이처럼 녹았다 켈꼭은 지금까지 안 되던 일이 갑자기 성공된 원인을 

규병하려고 했다 그는 삶은 멜이 사흘간 방치해 둔 동안 뜸이 드는 현상， 즉 일의 내부에까 

지 수분이 균등히 침 투했기 때 문이 라고 생 각했다 그후 캘록은 곰팡이 를 방지 하연서 삶은 일 

을 뜸드라는 방볍을 고안했고， 이렇게 만든 시리얼( cereal)에 맥아(malt) 즙， 소금 등을 가미 

하여 환자에게 급식해 보았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시리얼은 밀의 껍질을 까지 않고 만들었 

기 때문에 섬유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소화기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양 

가도 (껍칠 함유가 없는) 빵보다 훨씬 높았다 그래서 환자들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켈 

록에게 시리얼을 우편으로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L 후 켈록은 옥수수 보리 등으로도 시리 

123 



*혈쩔↑홉報論훌홈 

열을 개발하기 위하여 계속 실험을 했고， 결국 100여 가지의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기에 이 

르렀다 (뒤에 켈록은 이 시리얼을 환자만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아침 식사로 굳히는 데 성 

공했다) 이처럼 오늘날 세계적 식품기업이 된 젤록사는 그의 고객(당시 병원 환자들)의 아 

픔에 대해 창업자가 느낀 강수성에서 탄생했다 

VI. 경영자의 필요조건 (2) : 상상력 

혼히틀 예술가의 상상력에서 작품이 탄생한다고 말한다 베토벤 (Beethoven) 의 음악， 칸딘 

스키 (Kandinsky) 의 미술 등 많은 예술작품이 예술가등 상상력의 산물이다 그런데 상상력 

역시 예술가에게만 창조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생도 창조의 여정(旅程)이며， 

우리 주변의 모든 창조가 상상력을 펼요로 한다 다음 케이스를 참고하자 

〈바르셀로나의 불화살〉 

제 25회 세계올립픽은 1992년도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Barcelona)에서 개최되었다 올림 

픽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의 하나는 개회식이고， 개회식에서 가장 상징적인 행사는 

성화(뿐火)의 접화이다 그래서 올립픽 조직위원회는 좀더 감동적인 방법으로 성화를 점화시 

키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다 그 동안 대부분의 올림픽에서는 성화대에 오르는 

충충계를 만들어 최종주자가 성화를 들고 뛰어 오르는 방법을 채택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조직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너무 반복되연서 소비자(관중)들이 진부함과 지루함을 느낀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연. 바르셀로나의 ‘감수성’은 소비자들이 좀더 참신한 새로운 점화방식플 

필요로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근대 올립픽 100년 역사에 아직 없었던 참신한 ‘신제품.을 개 

발하기로 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불화살에 의한 점화 아이디어였다 연료(가스)가 분출 

되는 성화대 바로 위로 불화살을 쏘아 올려 가스를 점화시키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성공 

을 거두어 올림픽 경기장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TV를 통하여 이를 지켜본 관중틀로부터 참 

신하고 스릴 (thrill) 있는 .신제품’이었다는 찬사를 받았다 

여기서 우리 한국 국민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올립픽에서 활을 가장 잘 쏘는 나라가 

어디인가? 우리 민족은 활 잘 쏘는 역사적 인물을 많이 배출했고， 그래서 말초신경(末稍神 

經)의 안정성과 그로 인한 정밀조립기술의 국제경쟁력을 자부해 왔다 만약 불화살 정화를 

1988년의 서울 올립픽에서 했다면， 우리나라가 양궁의 왕국임을 과시하면서 우리가 생산한 

정밀조립제품의 품질을 선전하는 계기도 마련했을 것이다 불화살 점화를 우리가 서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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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에서 채택하지 봇한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그젓을 상상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 

에 ‘상상역 의 중요성이 있다 철학자 칸트(1. Kant. 1724-1804) 는 인간의 지적(知fJ'JJ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상상력이라고 말했다 상상력의 발휘는 자유(自由)의 전통과 문 

화적 토양블 필요로 한다 어떤 선입견(光人見)에 구애되거나 속박이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는 상상력이 숭쉬기 어렵다 우리 민족은 과거 수백 년 동안 사대주의(뿔太主義)적 선입견과 

주변 강대국의 침략 속에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민주 

화와 자유화가 많이 진전되었으니 우리 고유의 상상력을 받휘하여 장조경영으로 세계 속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상상력의 본질을 살펴보자 

〈상상력의 본질〉 

인간의 창조 과정을 분석한다는 것은 창조에 대한 묘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만큼 

장조 과정에는 신비로운 요소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창조를 실현한 여러 케이스를 살펴보 

면 인간의 상상력은 노심초사(勞心F、 J멍、)가 계속되는 노력의 어느 순간에 나타난다 이 순간 

에 관하여 창소적 행동’의 저자인 심리학자 아서 콰스틀러 (Arthur Koes t] er) 는 이연연상(二 

、굉聯 Q\; Bisociationl 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에 의하연， 창조자들은 해결하고 싶은 어떤 

문제에 부딪칠 때 모든 열정과 정열을 거기에 쏟아 붓는다고 한다 그러나 열정과 정열이 있 

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문제해결이 여의치 않아 지적(知80) 좌절과 정서적 

곤경에 빠지면 그들은 방황을 하고 고민한다 그러다가 어떤 순간， 그 때까지는 서로 관계가 

없었던 어느 경험과 자신의 목표의식이 돌연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한다 이런 관계형성을 콰 

스틀러는 이연연상이라고 불렀다 이연연상으로 인하여 그 동안 모호했던 생각이 적절하고 

우아한 개념의 형태로 장조자의 머리 속에 번쩍이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아르카메데스 

(Archimedes) 는 그의 임금 히어론 1세의 왕판이 순금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내라 

는 명령을 받고 그 문제를 풀려고 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욕탕에 늘어가연 

서 욕조 안의 풀이 자기 몽의 부 피만큼 흘러넘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이거다”하고 소 

리쳤다고 한다 물이 완전히 가득 찬 목욕탕 속에 사람이 뜰어가띤 물에 잠기는 인체의 부분 

만큼 풀이 넘쳐흐르게 되고 이렇게 흔러넌친 물의 무게만큼 사람의 봉무게는 줄어든다는 사 

실. 즉 ‘아르키떼데스의 윈랴’틀 발견한 것이다 이 윈리를 이용하여 아르키메데스는 히어론 

1세의 왕관을 물 속에 집어넣어 흘러넙진 풀의 양을 측정하고 또 히어론 1 세가 왕관 제조자 

에게 준 무게만큼의 급덩이를 가지고 역시 감은 실험을 하여 흘러넌친 물의 량을 가지고 왕 

관이 순금인지의 여부릎 가려낼 수 있게 된 깃이나 왕관의 순금여부와 꼭욕탕의 불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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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아르카메데스의 몰입(i:'l入)의 경지에서 그것은 서 

로 만나 이연연상’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한국의 (주)농심이 스댁 새우깡’을 개발한 것은 1971 년 12월이었다 새우깡은 그 후 어린 

이용 스댁분야에서 30년 가까이 왕자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한 제품이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것은 회사가 그 제품개발에 그만큼 많은 노력을 경주( i빠王)했기 때문이다 

(주)농심은， 개발과정에서는 물론， 개발 후 그의 상품명을 짓는 데도 모든 심혈을 기울였다 

적당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중， 하루는 (당시 신춘호) 사장의 3살 된 어린 

딸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연서 노는 데， ‘랑’의 발음이 어려웠던지 ‘아리깡 아리깡’하고 있었다 

한다 여기서 신춘호 사장은 ‘깡’이라는 음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이조차 쉽게 발음할 

수 있는 밝은 음가(륨價)를 가진다는 ‘이연연상’적 신호를 얻어내게 된 것이다 새우깡의 성 

공은 그 후 농심이 주력제품인 라면을 위한 기술혁신에 투자하는 자금줄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인간이 발휘하는 상상력이 성공으로 연결된 이상적 케이스였다 그러나 인간의 

상상력이 즉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상상력 발휘가 실현가능성 (feasibility)으 

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조건이 펼요하다 

vn 경영자의 필요조건 (3) : 탐색시행(探索試行) 

오늘날 병원에서는 수혈(輸血. transfusion)로 많은 생병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혈지식 

이 이렇게 실현가능성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했다 이 역사를 살펴보자 

1667년에는 출혈로 죽어 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의료기술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 

었다 당시의 상식 수준에서는 의사틀조차 모든 피는 그것이 동물의 것이든 사람의 것이든 

다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수혈할 피의 공급왼(供給源)으로서 양(후)이 선택되었 

다 피는 심장에서 만들어지고， 피에는 그 사람의 마음(확惡)이 들어 있으며， 양은 동물 중에 

서 가장 선한 동물로 보였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양의 피를 수혈 받은 환자는 예외 없이 

모두 죽었다 그러다가 1818년에 이르려 (양이 아닌) 인간의 피를 수혈 해보는 시도가 런던 

의 Guy ’ s Hospital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혼란스러웠다 환자가 어떤 경우에는 살 

아났고， 어떤 경우에는 죽어 갔기 때문이다 생공과 실패를 구별해 주는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출혈로 죽어 가는 환자에 대한 민연(감수성)이 상상력(수혈)을 낳고， 상상력의 

결과가 실패로 이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다가 1900년에 칼 란드슈타이너 (Karl Landsteiner) 

에 의해 인간의 피에는 4가지 혈액형이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서로 수혈이 가능한 조합(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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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 combination)과 그것이 불가능한 조합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l 후 수혈을 잘못 

해서 목숨을 잃는 일은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혈액이 공기와 닿으면 응고하는 문제가 해결되 

지 않아 채혈한 피를 보관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1917년 제일차세계대전에서 부상병이 대량 

으로 발생함에 따라， 미리 채혈해서 보관해둔 파를 수혈해야 할 필요가 강력히 대두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결국 구연산(杓練 

짧)소다(sodium citrate)7t 응혈을 방지하는 화학적 성질을 가진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항응 

혈제(抗{疑血뺑IJ)가 개발되었고 이로부터 미리 채혈해서 보관한 피를 수혈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이 가능해 졌다 

이처럼 인간이 발휘하는 상상력이 실현가능(feasible) 한지 판별하고， 실현가능일 경우에도 품 

질향상을 위하여 계속 시도하는 실험적 (experimental)노력을 탐색시행( t7!:，t，꺼l1fi. experimentaJ 

triaJ)이라고 정의하자 토마스 에디슨 (Thomas Edison) 이 백열등 필라멘트 소재를 찾아낸 

것도 3.000여 회에 걸친 탐색시행의 결과였다 

〈기업이 가진 노하우(know-how)의 특성〉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탐색시행의 결과로 얻 

어진 것이 많다 탐색시행 혹은 경험을 풍하여 얻어진 지식을 노하우(know-how) 라고 부른 

다 노하우의 탄생과정이 말해 주는 바와 같이， 노하우는 그 밑바탕을 이루는 근본원리에 대 

한 이해 없이도 탄생할 수도 있다 (물론 노하우 중에는 이마 존재하고 있는 학문적 이론으 

로부터 도출해낸 것도 있다 ) 어떤 실험이 성공하면 과학자들은 성공의 밑바탕을 이루는 이 

유 즉 인과관계(因果關係)를 설영하기 위해서 이론(theory)을 탐구한다 이렇게 밝혀진 이론 

적 지식을 우리는 노 화이 (know-why) 라고 부른다 노하우를 ‘어떻게 (how) 하는지?에 관 

한 방법론 차왼의 지식이라연， 노 화이는 ‘왜 (why) 그렇게 되는지?’ 즉 인과법칙 차원의 지 

식이다 기업 현장의 노하우들은 대부분 이론적 규명에 앞서서 탐색시행 또는 경험의 축적으 

로 탄생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기업이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면서도， 아직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know-why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다 심 

지어 어떤 기업은 자기틀이 가진 know-how를 라이센스(license) 계약으로 타 기업에 이전 

하연서도， 타 기업이 know-why를 요청하면 자기들도 모르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 

다 (know-why를 말고 있지만 핵심경쟁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숭기는 경우도 

물론 있다 ) 이처럼 기업은 @감수성으로 소비자의 필요를 알아내고.CD상상력으로 (그 필요 

를 충족시킬) 제품 혹은 서비스를 구상(構想)하며.@탐색시행으로 그 제품 혹은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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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을 개선하고 코스트를 내리는 일을 끝없이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노력을 

거쳐서 개발한 제품 혹은 서비스가 자유경쟁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그것이 만족시켜야 할 조 

건이 았다 이 조건을 살펴보자 

VIll 제품과 서비스의 성공조건 

한국에서 10대 재벌그룹에 속하는 어느 건설회사가 휴양지에 콘도(condominium)를 건축 

했는데 분양이 저조하자 건설현장 소장회의를 소집했다 소장 1인당 콘도를 열 구좌(口座) 

이상 판매하라는 것이 그날 회의에서 요구사항이었다 건설현장의 소장들은 결코 세일즈맨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휘하에 레미콘， 미장， 목공， 도배， 등 단종 납품업자들을 거느리고 있 

기 때문에 회사가 이런 어이없는 요구를 했을 것이다 한국 굴지의 건설회사가 왜 이런 영터 

리 짓을 할까? 알고 보니 이 회사가 건설한 콘도는 17평형을 l구좌 당 1 ， 700만왼에 20명 

이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그 콘도의 가격은 1. 700(만원) X 20( 병) = 3억 4천만원인 

셈이다 소비자들은 (이 콘도를 살펴본 후)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구입을 기 

피했을 것이고， 이에 당황한 회사는 건설현장소장들을 불러서 이런 궁여지책을 냈을 것이다 

그 회사에 계속 납품을 해야 하는 하청업체틀은 (현장소장의 압력으로) 콘도를 구입할 경우， 

억울함의 대가를 (앞으로 납품할) 제품의 품질을 속여서라도 보전(補樓)하려 할 것이다 이 

런 악순환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회사는 왜 이런 짓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이론을 전개해 보자 

〈소비자의 입장〉 

소비자는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을 무조건 구입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그가 느끼는 제품의 

가치 (value ， V) 가 지불해야 할 가격 (price ， P)보다 크다고 느낄 경우에만 그것을 구입한다 

이 조건을 부등식(不뽕式， inequality) 형태로 표시하면 다음 (1)식이 된다 

제품의 가치 (V) > 제품의 가격 (P) (1) 

앞에서 설병한 콘도의 경우 제품(17평형 l구좌)의 가격 (P)은 1. 700만원이었고， 소비자들 

은 이 콘도가 그만한 가치 (V) 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분양이 저조했던 것이다 소비자가 어 

느 제품에 관하여 느끼는 가치를 정확하게 수치(敵뼈)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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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렵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는 분명히 존재할 뿐 

만 아니라 제품을 사용해 보는 과정에서 변할 수도 있다 예컨대， 가격 (P) 이 2.000만왼인 

어느 자동차를 사려는 소비자는 그 차를 구석구석 살펴보고 시승(써양)도 해본 후 최소한 

2.000만원 이상의 가치 (v)가 있다고 느껴야 그 차를 구입할 것이다 구입 후 차가 고장이 

잦고 보증수러 (warranty)도 불만족스려워서 이 차가 2.000만원 가치가 없다고 느낄 정도 

면， 그는 지불한 가격이 아깝다고 느낄 것이다 만약 어떤 제품이 부등식(1)을 만족시키변 

v - P > 0 (2) 

이 성립하며， 이것은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 (v) 에서 지불한 가격 (p)을 빼고도 냥는 순71"1 

(net vaJueJ이다 따라서 기업이 부등식 (2)를 만족시키연 그 기업은 제품을 팔 때마다 소비 

자에게 v-p만큼을 기증하는 (즉 주고받음의 삶에서 주는) 셈이 된다 예컨대， 위 자동차플 

산 소비자가 차를 사용해 보연서 “이런 차라면 2.500만왼이라도 삼 가치가 있다 ” 하고 느낄 

정도라면 그는 

2 ‘ 500만왼 - 2 ‘ 000만원 = 500만원 

의 순 가치를 기업으로부터 기증 받은 생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이 소비자를 끌 수 있는 

매력의 크기는 v-P 즉 가치에서 가격을 뺀 순깨치 (net vaJueJ에 비례할 것이다 따라서 기 

업은 부등식(1)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품의 가시룹 높이고 가격을 가능한 한 내려야 한다 

그래야 제품이 팔릴 것이고 제품이 팔허야 기업도 생존할 수 있다 부등식(1)을 만족시키려 

연 기업은 우선 (자기가 공급하려는 제품에 관하여) 소비자샤 원하는 가치 (v)가 무엇인지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공급자의 입장〉 

기업은 소비자에게 세풍 혹은 시비스플 공급하고 받은 가격에서 그에 소요된 코스트룹 제 

하고 남은 이익으로 살아간다 다시 말하연 기업은 제품 단위탕 받는 가격 (pricc. PJ 이 그 

공급에 소요된 코스트 (cost. C)보다 커야 살아 갚 수 있다 이 조건을 부등식으로 표시하띤 

다음 부등식 (3J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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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가격 (price. P) > 제품의 코스트(cost. C) (3) 

위 부등식이 만족되면 

P - C > 0 (4) 

이 되어， 기업은 (P에서 C를 제한 차액만큼의) 이익 (profit) 을 얻게 된다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 즉 부등식(1)과 제품을 공급하는 기엽의 입장， 즉 부등식 (3)을 결합하면 아 

래 부등식 (4) 이 탄생한다 

제품의 가치 (V) > 제품의 가격 (P) > 제품의 왼가(C) (4) 

위 부등식 (4) 에 의하연， 소비자가 제품으로부터 느끼는 가치는 그 제품의 가격보다 커야하 

며， 또 그 가격은 공급자에게 소요(所要)된 원가(코스트와 동의어로 사용함)보다 커야한다 

이것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서로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주고받으면서 “너 살고， 나 살고”의 삶 

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주고받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 조건을 쟁존부등식이라 

고 부르자‘ 생존부등식은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 하나 하나의 인생 

살이에도 적용된다 어느 직장에 취직해 있는 개인은 노동Oabor) 이라는 서비스를 직장에 ‘주 

고 (제공하고)’， 그 직장으로부터 봉급(棒給)이라는 반대급부를 ‘받는다 ’ 이 때 직장은 이 개 

인이 고용할만한 ‘가치 (V) ’가 있다고 느껴야 그를 계속 고용할 것이고. 이 개인은 그가 받는 

봉급(가격. P) 이 그의 생계비(코스트. C)보다 커야 살아갈 수 있다 생존부등식을 만족시키 

지 못하연 기업이 패망하는 것처럼， 생존부등식을 만족시키지 못하연 개인도 결국 직장을 잃 

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이 부등식 (4) 의 좌측 부등호를 얼마나 잘 만족시키느냐에 의해 그 기업의 효과성(效果 

性. effectiveness) 이 결정된다 기업이 아무리 열심히 제풍을 만들어도 그 제품에 대해 소 

비자가 별 가지 (V)를 느끼지 않으면 기업。l 일한 성과는 무효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기업이 

생존부등식의 우측 부등호를 얼마나 잘 만족시키느냐에 의해 그 기업의 효율성(效추性， 

efficiency) 이 결정된다 기업이 비효율적이면 코스트(C)가 그만큼 커지고 따라서 제품의 가 

격 (P) 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가격이 너무 오르면 그 제품은 소비자로부터 거부당하여 기 

업이 살아갈 수 없다 일시적으로는 소비자가 속아서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생산자가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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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제품을 팔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오래 지속될 수 없고， 공급자 

가 밑지면서 파는 데도 한계가 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차원에서는 생존부등식의 두 부등 

호가 모두 만족되어야만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생존이 가능하다 부등식 (2) 에서 (v一P)를 소 

비자 순 혜택 (consumer' s net benefit) 이라고 부르고， 부등식 (4) 의 (P-c)를 공급자 순 혜 

택 (supplier' s net benefit) 이 라고 부르자 

기업이 생존부등식을 만족시키면 그 기업은 제품 한 단위를 팔 때마다， 소비자 순 혜택 

v-P를 소비자에게 주고/ 공급자 순 혜택 P←C를 ‘받음으로써 주고받음찍 삶을 실현하게 된 

다 따라서 생존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기업은 소비자 순 혜택(V-p)을 창조하는 인류의 은인 

이며， 그가 ‘받는’ 공급::<f 순 혜택(p→C)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부(富)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금세기의 산업과 경제발전을 평하는 어느 연설에서 철학자 화이트헤드(Alfred N. Whitehead) 

는 “기업인들이 그틀의 기능(機能)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회는 위대하다(The society is 

great in which men of business think of their function greatly)"고 말했다 기업을 

부도덕한 이윤추구 집단으로만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 오늘 날 화이트헤드의 이 말에 정당성 

을 부여할 수 있는 이론이 생존부등식이다 생존부등식의 좌우 두 부등호는 상호독립(相互쩍 

立. mutually independent) 이 아니다 v>p가 성럽하여 제품의 판매량이 충분히 증가하면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여 코스트(cost)가 내려갈 수 있고， 그러면 P>C가 실현될 수 있기 때 

문이다 

기업의 목표는 CD v-P>o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품의 가치 V를 높이고 가격 P를 낮추는 일 
과. (2J P→C>O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품의 가격 P를 높이고 코스트 C를 낮추는 일이 된다 

그러면 가격 P는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은가? 다음 실제 케이스를 살펴보자 

영국 런던에 있는 어느 한국음식점에 한국 모 기업의 K회장이 들렀다 현지의 지사 직원들 

과 식사를 하러 온 K회장은 메뉴를 훌어보고， “어유， 왜들 이렇게 비싸?" 하며 놀랐다 그도 

그럴 것이 된장찌개 하나가 미화로 환산하여 20달러가 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도 적 

자여요” 하고 여주인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이렇게 받으니까 적자지 1" K 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K 회장의 불만은 엄포가 아니었고， 그는 값이 비교적 싼 비빔밥 한 그룻만을 뜰고 

나왔다 같이 온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굴지 기업의 회장으로부터 큰 매상을 올 

릴 줄 알았던 음식점 주인도 실망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비싸게) 받으니까 적자지 1" 

이 말의 의마는 무엇인가? 값을 얼마로 받아야 이익이 난단 말인가? 단순히 생각하면 비싸 

게 받을수록 이익이 커질 것 같다 그러나 경제학의 기본왼리의 하나인 수요와 공급의 볍칙 

에 의하면 어떤 상품의 값이 바싸질수록 그에 대한 수요량은 줄어든다 한국요리가 비싸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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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 온 한국인들조차 중국음식이나 기타 다른 요리를 먹을 것이다 또 음식값을 싸게 받 

으면 그만큼 손님이 많아지고 매상이 늘 것이다 매상이 늘면 규모의 경제로 코스트가 낮아 

질 수도 있고 그러면 적자가 아닌 이익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비싸게) 받으니까 적자 

지 '"라고 한 K 회장의 말에는 이런 경제원리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한국 대기 

업의 회장이 비싼 음식 못 먹을 형편도 아니었겠지만， 한국 교민에게 비즈니스의 왼리 하나 

플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비빔밥 한 그릇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나왔을 것이다 

그러연 기업은 제품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좋은가? 만약 예의 한국음식점 주인이 K 

회장을 찾아가서 음식값을 어떻게 정하면 좋겠냐고 자문을 요청하면 K회장은 답을 줄 수 있 

을까? 유감스럽게도 K회장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를 불러와도 시원스런 해답을 얻을 수는 없 

을 것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이상적인 방법을 발견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V→P를 카우연 매출의 

증가와 규모경제로 P-c가 커진다는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현 

실적인 길 같다 기업의 역사를 살펴봐도 장기적으로 성공한 제품은 V→P를 크게 한 제품이 

었다 

IX. 경험 (V-p)가 큰 제품이 장기적으로 성공한다 

기업이 제품의 가치 (v)를 높이고 가격 (P)을 싸게 하여 소비자 순 혜태 (v-P)을 가능한 한 

높이연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사실플 라면의 역사를 통하여 확인하자 라면은 1958년 일본에 

서 개발되었고. 1963년 삼양식품(주)에 의해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라면 

이 생소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라면회사는 서울역 광장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라면을 끓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식시키면서 제품을 나눠주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일년간 

라연 소비량은 38억 개 정도이므로 l인당 연간 847~를 소비하는 셈이다 라연이 이렇게 성 

공적인 제품이 된 이유 증 하냐는 가격 (P) 이 저렴하다는 데 있을 것이다‘ 라연가격과 경쟁제 

품 자장연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자장면에 비해 오늘날 라면의 소비가 윌등히 많은 이유를 설 

명해 보자 1986년 처음 판매될 당시 200원 하던 신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17년이 지난 

2003년 520원이 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6년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을 전국 평 

균하면 647원으로서 이것은 ‘신라면’ 한 봉지의 3.235 배이다 2003년 자장면 한 그릇의 전 

국평균가격은 2474원이므로 이것은 ‘신라면’ 5.154 봉지 값인 것이다 자장면의 가격보다 

라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싸졌고， 이런 경제성 왼리가 라연이 자장면을 제치고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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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사랑 받는 분식제품이 되게 했을 것이다 

저렴한 가격정책은 후발 경쟁기업의 난입을 막는 방파제 역할도 할 수 있다 스댁 제품 새 

우깡’ 케이스를 가지고 이 사실을 설멍하자 새우깡은 설당과 71릉의 함유71 적어서 많이 먹 

어도 배탈날 엉려자 없는 스댁이라는 주제 (theme) 로 1971 년 개딸된 제품이다 새우깡의 성 

공은 오늘난까지 30여 년을 이어오고 있지만 그 동안 새우깡의 가격은 계속 “압석 시내버스 

요금보다 싸게”라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예컨대 시내버스 요급이 600원이면 새우깡 한 

용지의 가격은 500원 수준이다 이 케이스는 기업이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하여 가격을 최 

대한으로 높여 받음으로서，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진리를 

말해준다 새우깡의 가격을 싸게 유지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모방제품을 만들어 대항하려 

했으나 규오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하여 대개 실패하고 말았다 가격이 싼 제품은 시장접유율 

(market share)을 먼저 높여놓은 기업이 규모의 경제환 독점하기 때문에 후발 기업이 (특별히 

다른 이전이 없는 한) 따라오기 어렵게 한다 만약 새우깡의 가격을 높이 받는 전략(strategy) 

을 택했다연 당시의 이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었겠지반 오늘까지 30년 이상 장수하는 베스트 

셀러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새우깡이나 라면처럽 시장이 안정 

된 전통제품영역에서나 가능하다 첨단기술제품에서는 다유과 같이 J문제가 달라진다 

1980년대 이후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약 187H 윌 간격으로 차세대 제품을 출시했다 이 

러한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제품의 짧은 수병주기 동안에 개발 및 생산비를 확보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므로 저렴한 가격정책을 쓰기 어렵다 그래서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소위 ‘시장 

에의 진입시간(time to market) ’을 최소화해서 독점가격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많이 

채택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케이스 하나를 살펴보자 2001년 6월 15일자 USA 

TODA}쩌(紙)는 일본 시코쿠 (Shikoku) 지방에서 어느 농부가 생산한 6연제(面體) 모양으 

로 자란 수박에 관한 사진과 기사를 실었다 이 농부는 수박이 둥달기 때문에 굴러다녀서 보 

관이 어렵다는 문제른 해결하기 위해 수박을 육연체의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키웠다고 한다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그런데 이 농부는 이 수박을 (미화로 환산하여) 무려 82달러의 독점가 

격으호 시장에 내 놓았다 아마 노력 코스트가 그 만큼 많이 들어갔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 

나 그 뒤로 이 수박이 많이 팔렸다는 소식은 들려지 않았다 보관이 쉽다는 (6연채 수박의) 

가지 (v)까 82달러의 높은 가격 (p)을 넘지 못할 것이다 소비자는 제품의 가지 (v) 만 보고 

구때륜 결정하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증요한 것은 가지에서 가격을 뺀 격차 즉 v-p인 것이 

다 따라서 (제품의 랴이프사이클이 짧은 첨단기술 분야룹 제외하고는) 기업이 개발한 신제 

품을 장기적으로 성공시키려연 V←P플 최대화하펴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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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결론. 기업의 길 (운동법칙)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이 V를 충분히 높이고 C를 충분히 낮출 수 있으면 V와 

C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이렇게 되연 기업은 이 사이 어느 점에 P를 전략적으로 위지시 

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기본적 목표는 V를 높이고 C를 낮추는 두 가지 일로 

압축된다 산업과 경제의 발전이 미진한 후진국 시설에는 일반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 

족하다 이런 상태에서 소비자는 까다로울 수 없고 제품 혹은 서비스가 좀 불만스러워도 그 

대로 참는다 그래서 후진국 기업인들은 (V를 높이는 일보다는)C를 낮추는 일에 볼두한다 

그래서 1980년대 초까지도 우리나라 기업의 주 관심사는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에 있었다 

그러나 산업과 정제가 말전하게 되연 시장에 물건이 범람하게 된다 동종의 제품은 물론 서 

로 대체(代참) 가능한 제품둘이 쏟아져 나오연서 제품끼리 경쟁이 심해지고 소비자들은 가 

격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비교하면서 선택에 임한다 이렇게 되면 생존부등식의 

좌변 V가 우변 C에 못지않게 중요해진다 여기서 우리는 생존부등식의 좌변 즉 가지 (V) 창조 

의 경영과 우변 즉 원가(C) 절감의 경영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고 물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답은 타원(剛벼])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타원은 두 개의 초점 

(focus)으로부터 거리의 합(合)이 같은 점 (point) 의 운동궤도(locus)이다 

기업은 가치창조(V ↑)를 하나의 초점으로 하고 원가절감(C ↓)을 또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왼의 궤도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가치창조(V ↑ ) 위주의 경영을 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으연 왼가절감(C • )에라도 충실해야 한다 가치창조(V ↑ )와 원가절감(C • ) 

모두로부터 멸어지떤 기업은 운동궤도를 이탈하게 되므로 생존불능에 빠진다 독일 베늪린 

(Berlinl 근교에 있는 작은 도시 바이마르 (Weimarl에는 문호 괴테(J. Goethel 와 쉴러 (F 

Schiller) 가 다정히 손을 잡고 서 있는 동상이 있다 괴테와 쉴러는 동시대인(띠싸代A)으로 

서 18세기 독힐 문단의 두 거장이었다 생존시에 이 두 사람은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난형난제(雜兄雖弟)이기도 했다 그래서 어느 누가 피테에게 물었다 한다 “당신들 괴테 

와 쉴러 두 사람 중 누가 더 위대한 작가요'/ .. 이 질문에 괴테는 ’더 위대한 어느 하나보다， 

누가 더 위대한지 모르는 둘이 더 좋지 않소 1 하고 대답했다 한다 기업이 잘 되기 위해 생 

존부등식의 좌변 가치창조(V • )형 경영과 우연 원가절감(C • )형 경영 중 어느 것이 더 중요 

하냐고 묻는다면， 여기에 대한 답도 괴테의 답변과 같이 될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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