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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불이 꺼진 오리온제과의 회의장에는 스크린을 통해 며칠 전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방 

영되었던 시사 프로그램이 비추어지고 있었다. “과자의 공포 -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은 방영시간 내내 시중에 유통되는 과자의 식품첨가물과 트랜스지방산， 포화지방산의 위 

험성을 고발하였다. 영상이 종료되자 회의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회의장에 조명이 밝아지자 김 

중선 상무가 침묵을 꼈다. 

“이 방송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과자가 옴에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유해 물질처럼 보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입니다. 우리는 식품공전 1)에서 허용하지 않은 불법 재료 

는 사용한 적이 없고 보도된 유해성 논란 역시 공식적인 임상실험을 통해 밝혀진 것이 아닌 만큼 진정성 

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방송 보도에서 제기한 트랜스지방문제는 다른 업체는 몰라도 우리 오리온은 

2001년부터 0%에 가깝게 줄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모든 제과 업체가 마치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범죄 

집단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제과 업계가 공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이 문제로 누구보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바로 오리온 제과의 김정효 사장이 

었다. 술렁임을 잠재우고 김정효 사장이 입을 열었다. 

“저는 이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해 얼마나 민감 

·제 10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사례연구센터 주최 전국 대학(원)생 사례개발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작 

1)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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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는 지난 몇 년간 모든 시장에서 웰빙 제품 판매량이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을 

과장보도한것에는문제가있지만이 방송보도를접한소비자들이 불안감을느끼고소비를줄일 것은자 

명합니다. 한번 소비자의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가 될 만한 요인은 모 

두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정효 사장이 회의장 끝 쪽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던 이건우 R&D담당 부사장을 지목하며 말을 

이었다. 

”이 부사장님， 논란의 중심이 된 식품 첨가물 제거 및 교체 작업을 최우선으로 연구소 엽무를 재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온의 생사가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연구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건우 부사장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재료를 바꾸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트 

랜스지방 제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연구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보겠 
습니다 .. 

회의가 끝나고 이 부사장은 연구소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이미 2001년， 연구원으로 참여해 

트랜스지방 저감화 프로젝트에 성공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일은 그 무게가 이전과는 달랐다. 쉽 

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란 느낌이 들었다 

1, 제과시장동향 

제과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국내 

에는 2 ， 860여 개의 업체가 난립하고 있었지만， 롯데， 해태， 크라운， 오리온 상위 4개 업체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E배ibit 7). 또한 다양한 소비계층을 가진 전형적인 소비재 산업으로써 

기호성이 강하고 충동구매 제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경쟁업체간 모방 제품이 많고 광고 및 진열에 

대한 경쟁이 높은 편이며 대형할인점 증가에 따른 유통구조의 변화와 수입브랜드들의 국내시장 진 

입확대로 업체들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였다. 

제품군은 껍， 스댁， 파이， 바， 비스킷 등으로 나뀐다 2) 제과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경기변 

동에 의한 수요 탄력성은 낮은 편이나 주 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변동 및 국 

제 곡물 가격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은 음식료 

업체의 수익성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익성 유지를 위해 제품가격 인상으로 곡물가격 인상분을 

흡수하려는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곡물가격의 하락이 반드시 제품가격의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 

아 가격상승으로 인한 제품 가격 인상이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증진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2) 본 사례에서는 제과 시장을 건과 시장으로 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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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시장은 성장률이 거의 없는 포화 상태의 시장이다(E때i비t 8). 더불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 

비자 불신， 외국 제과 기업의 국내 진출， 주 소비계층인 어린이 인구의 감소， 패스트푸드 및 제빵 

업체의 급성장 등이 제과 시장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었다 

2006년 이후 제과 시장은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와 가치소비 경향에 따라 고급과자를 중 

심으로 한 신제품 개발의 기술 우위가 경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업체 

들은 제품의 고급화， 기능성화를 바탕으로 수익성 제고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였다. 

2. History 

오리온제과는 이양구 회장이 1956년 풍국제과를 인수하면서 동양제과공업주식회사로 사업을 시 

작하였다 1974년 초코파이의 출시 이후 다이제스티브 비스킷， 후라보노 껑， 치토스 등 다수의 히 

트제품을 탄생시키며 2005년 매출액 5 ，300억 원， 영업이익 400억 원의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초코파이의 경우 국내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에서도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며 오리온을 

대표하는 제품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오리온은 1988년 국내 제과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대관령에 감자기술개발 연구소를 설치하여 스 

댁류의 주 원재료인 감자의 품종개발과 종자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최신설비의 감자 

저장고를 신축하였고 고품질 가공용 감자품종인 ‘오리온 1호’ 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내에 

는 오리온 연구소라는 별도의 연구 부서를 두어 식품에 대한 기초연구와 신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 

을경주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내수 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중국， 러시아， 베 

트남 등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꾀하였다.2005년에는 1억 2천만 달러의 매출 성과를 기록하였고 엔 

터테인먼트， 외식 , 스포츠 등으로의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였다. 2001년 16개 회사가 동양그룹으로 

부터 정식 분리되면서 정식 명칭을 오리온 그룹으로 명명하였다. 그룹경영 총괄은 담철곤 회장이 

맡게 되었으며 제과사업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갔고 2003년 제과부분의 동양제과 

주식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도약을 위해 (주)오리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트랜스지방 저감화 프로젝트 

오리온제과는 과자 파동 이전인 2001년， 미국 진출을 계기로 트랜스 지방 저감화 프로젝트라는 

제품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다. 

해외에서는 트랜스지방에 대한 관심이 90년대부터 커져가기 시작했다. 트랜스 지방은 제조 과정 

에 펼수적인 기름을 고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트랜스지방은 심혈관계통에 매 

우 좋지 않은 물질로 판명되어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받게 되었고， 미국내에서 비만으로 인한 사 

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비만의 원인이 되는 트랜스지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었다. 

사실 2001년 이전에도 트랜스지방에 문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불거진 이후 오리온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트랜스지방 이슈가 생소한 문제였기 때문에 대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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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지 못하였다. 하지만 바로 이 트랜스지방이 내수 제과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전략을 펼치던 오리온의 발목을 붙잡았다. 오리온의 수출 대상 제품이 미국 내 트랜스지방 기준치 

를 초과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오리온의 기초 연구팀은 트랜스지방 저감화 프로젝트를 시작하 

였다. 

그러나 트랜스지방 저감화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트랜스지방은 건강에는 좋지 않았 

지만 제과의 감칠맛을 내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트랜스지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 

은 기름을 사용해서는 제과 형태를 잡기조차 쉽지 않았다. 제품 고유의 맛과 형태를 유지하면서 트 

랜스지방만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오리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트랜스지방 연구소인 스웨멘의 아루스칼삼(MK) 연 

구소와 공동연구를 시행하였다 1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기존 기름을 단가 불포화지방산인 올리브 

유로 바꾸고 제조 과정을 정비하여 트랜스지방 함량 비율을 낮추는 데에 성공하였고 미국시장 진 

출 성공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트랜스지방에 대해 가장 민감한 미국시장에 진출하였다는 사실 

은 다른 해외시장 개척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오리옹은 2003년 740억 원， 2004년 1480 

억 원， 그리고 2007년에는 2450억 원이라는 해외 매출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외시장 개척보 

다 더 큰 성과는 경쟁자들보다 앞서 앞으로 닥칠 국내 제과업의 위기에 대처할 노하우를 쌓았다는 

것이었다. 

3. 과자 유해성 논란과 제과업체들의 대응 

과자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2005년 퇴직한 유명 제과업체 부사장이 제과업과 관련된 서적을 

발간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후 2005년 두 차례의 과자 유해성 보도가 공중파를 통해 방영되 

었으며 , 2006년 3월에는 ‘과자의 공포-우리 아이 가 위 험하다’ 편이 KBS 추적 60분을 통해 방영 되 면 

서 과자 유해성 논란이 전사회적 이슈로 확대되었다. 이 논란의 중심은 과자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첨가물 7종(적색 2.3호， 황색 3 .4호， 안식향산나트륨 MSG , 차아황산나트륨) , 그리고 과다하게 

함유된 트랜스지방산， 포화지방산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는 온옴에 두드러기를 유발시켜 증상을 악화시키는 등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었다(E배ibit 

9 , 10). 

구체적으로， 제과류의 제조 과정에서 좋은 맛과 향， 그리고 제조의 편의를 위해 산미료나 조미 

료， 합성착향료 등의 첨가물을 넣고 합성착색료를 넣는데 대부분의 첨가물과 색소는 생리기능이나 

신경전달기능， 뇌기능 등에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또한 햄과 소시지 등에서 선 

홍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아칠산나트륨은 간암이나 폐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보 

도되었고， 모조초콜릿에 다량으로 함유된 트랜스지방산은 심장병，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위암， 간 

암， 대장암 등과 관련이 있는 독성물질이라는 것이 국내에 처음 알려졌다. 또한 바나나 우유에 들 

어 있는 치자 황색소 역시 간장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일본에서는 위험등급 3급 첨가물로 

분류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방송 보도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다. 소비자 단체들은 방송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도 인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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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한 원재료와 제조 공법등을 고발하였다. 이 때 가장 크게 제기된 문제는 포화지방산에 관련된 

것이었다. 포화지방산이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모든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 중 코코덧， 팝 

유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으로 상온에서 고체 또는 반고체상태인 기름을 지칭하는데 다 

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혈관 내의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장질환등 성인병의 발병 비율을 높이는 것 

으로밝혀졌다. 

과자 유해성 논란 직후 소비자들은 국내 제과 업계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줄이며 즉각적인 반응 

을 보였다. 특히 방송에 직접 언급된 업체의 제품들의 매출 감소가 특히 많았으며 제과 시장 전체 

의 매출 역시 방송 이후 한 달간 전년 기준 10% 가량 감소하였다. 또한 몇몇 시민단체들은 방송 

내용에 대한 소송이나 후속편의 방송금지가처분 등의 행동에 대해 불매 운동으로 대응할 뜻을 내 

비치며 과자 업계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3.1. 오리온과 경쟁사들의 대응 

언론사의 과자 유해성 보도 자료가 방영된 직후 제과 업계의 메이저 3사는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였다. 메이저 제과업체들(롯데제과， 오리온제과， 크라운 · 해태제과)은 식품공전 상에 합법 

으로 명시된 식품 첨가물을 건강에 유해한 물질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식약청에 사실여부를 요청 

하는 한편 방송사의 후속 보도에 대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등 공동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방송 보도 1달 만에 제과시장 전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하고 몇몇 소비자단체에서 제 

과업계가 법적대응을 통해 보도를 한 방송사에 압력을 가할 경우 불매 운동을 펼치기로 하는 등 문 

제가확대되자 업체들은식품첨가물의 사용을중단하고 이를 인체에 무해한원재료로 대체하기 시 

작하였다. 

1) 크라운 · 해태 제과 

2004년 업계 4위였던 크라운이 업계 2위 해태를 인수하면서 지주회사가 되었고 이 후 두 업체는 

공동의 방향성을 가지고 기업운영을 해왔다. 두 업체는 과자파동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였다. 크 

라운해태는 방송보도 27일 만인 4월 4일 유해성의 진위와 관련 없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과자를 
먹을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을 천연소재로 교체한다고 발표하였다(E배ibit 11) 크라운해태는 4일자 

모든 일간지에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약속합니다"란 광고를 내보냈다. 

전체 450개 제품 가운데 스댁을 비롯한 26개 제품에 논란이 되었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 있었 

는데 광고 이후 이를 천연재료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명품 오예스 만들기 프로젝 

트’ 를 진행하면서 해태의 효자 제품이었던 ‘오예스’ 의 리뉴얼 작업을 실시했다. 제조과정에 동원 

샘물을 사용해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수분함량을 12%에서 19%로 높여 부드럽고 촉촉한 맛을 
강화하였다. 또한 미배아 발효추출물인 ‘가바’ 3)와 포도당인 ‘글루코스’ 4)를 함유하여 집중력을 높 

여주는 기능성 초콜릿 ‘집중력’을 출시하였다. 기존 제품 리뉴얼은 ‘오예스’ 뿐만 아니라 ‘홈런 

3) ‘가바’ 는 일종의 아미노산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글루코스’ 는 일종의 아미노산으로 두뇌활동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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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 ‘맛동산’ 등 크라운 해태의 기존 주요 히트 상품에도 이루어졌다. 

2) 롯데제과 
1967년， 제과업계 후발주자로 시작한 롯데제과는 70년대 중반 건과 시장 1위를 차지한 이후 

2006년까지 다양한 신제품 개발 및 유통， 홍보 전략을 앞세워 꾸준히 정상을 지키고 있었다. 롯데 

는 크라운해태의 발표 직후 모든 제품에 인공첨가물의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친환경 포장지 

등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이를 실행할 방침을 세웠다 또한 일단 문제가 된 7가지 식품첨가물은 가 

급적 천연첨가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롯데제과는 

‘칸효’ (83년) . ‘하비스트’ (84년) 등 장수 제과들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첨가물과는 관 

련이 없는 제품군들도 유해성 논란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상반기동안 전체 매출액은 2498억 

원으로 3.0%; 영업이익은 147억 원으로 37.2%가 하락하였다. 

롯데제과는 2006년 하반기부터 건강， 자연 지향적 컨셉의 신제품 개발로 위기를 타개하려는 움 

직임을 보였다 6월에는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운 비스킷인 ‘엑스칩’ 을 출시하였고 10월에 

는 초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 함량이 시장의 기존 초콜릿 제품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드림카카 

오’ , 무농약 우리 쌀로 만든 웰빙 간식 ‘S라인 100칼로리’ 3종을 출시하면서 기존 제과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였다. 또한 기존제품의 리뉴얼도 함께 이루어져 76년 스댁사업 시작과 함께 1 

호 제품으로 출시한 땅콩튀김과자 ‘붐비나’ 의 품질을 높여 ‘꿀맛이네’ 라는 브랜드로 다시 선보이 

기도하였다. 

3) 오리온 제과 

오리온 역시 크라운 해태의 발표 직후 식품 첨가물을 이미 바꿨거나 바꿀 예정이라고 발표하였 

다 문제가 되었던 7가지 식품첨가물 가운데 적색2호， 적색 3호， 황색 5호， 황색4호， 안식향나트륨 

등 5가지 첨가물은 이미 2006년 말부터 홍화색소， 포도과피 추출색소 등 천연색소로 대체한 상황 

이었다. 그러나 아직 교체하지 못한 차아황산나트륨과 MSG에 대해서는 5월까지 효소계열의 원료 

및 핵산 등으로 대체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고， 문제가 되었던 식품첨가물 7가지 이외의 다른 식 

품첨가물에 대해서도 식품의약청과 식품공업협회， 식품과학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2001년부터 시작되었던 트랜스지 

방 제로화 프로젝트를 모든 제품에 적용하였고 2007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영양성분 표시제를 

2007년 1월로 앞당겨 실시 하였다. 

또한 과자 유해성 논란 이후 웰빙 프리미엄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2006년 5월， 유기농 밀가루와 

아몬드， 호두. 호박씨 등의 곡물을 사용한 ‘안전한 과자’ 컨셉의 ‘뭐렌’ 을 선보이면서 경쟁사와 마 

찬가지로 가격 인상 정책을 펼쳤다 

3.2. 제과 업체의 대응 그 후 1년 ... 

과자 유해성 논란 이후 제과업계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제가 되었던 7가지 첨가물 전부 또 

는 일부를 천연 첨가물로 교체하였다. 그리고 건강 지향적인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웰빙형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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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엄 제품을 출시하고 ‘맛동산’ , ‘오예스’ 등 장수 제품의 원료를 교체하여 건강 지향적으로 리 

뉴얼 하였다 제과 업계는 원료 교체로 상승된 원가를 보완하고 악화된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과자 가격을 상승시키기도 하였고，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웰벙 제품과 프리 

미엄 제품을 출시하기도 하였다(E뼈bit 12). 또한 더 이상 건강에 해로운 과자를 생산，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며 추락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업체들의 노력 덕분에 2006년 후반기 제과 시장은 정상을 찾아갔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변화는 과자 유해성 논란 이후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였다. 소비자들은 제 

과 제품 구매시 주요 성분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하였고， 일반 제과 제품보다 유기농 과자， 떡， 수 

제 빵 등 과자 대체식품의 소비를 늘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제조법으로 과자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소비자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과자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오리온의 매출 감소는 예상보다 적었다 이미 트랜스지방 저감화 프 

로젝트를 경험하면서 쌓아온 제품 혁신 노하우가 있었고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마케팅 비용의 증가로 인해 2006년의 영업이익은 406억에 

서 272억으로 약 30%가 감소하였다. 

3.3. 수동적인 제품 개선이 아닌 능동적인 제품 혁신으로 

시간이 지나며 과자 유해성 논란으로 감소하였던 과자 시장 성장률은 다시 정상을 찾아가기 시 

작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김정효 사장은 언제라도 제2의 과자 유해 

성 논란은 다시 제기될 수 있었고 지금과 같이 수동적인 대응으로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 

였다 2007년 구정이 지날 무렵 김정효 사장은 이건우 부사장을 집무실로 호출했다. 

“이 부사장님. 작년 한 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해 동안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동안 

머릿속에 맴돌던 한 가지 생각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출을 위해서， 그리고 언론 보 

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품 개선을 진행해 왔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것을 수습하는 매우 수동적인 자 

세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소비자들 

은 더 똑똑해지고 있고 건강에 해로운 제품은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몸에 

좋은 과자， 친환경 과자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 

이건우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꺼냈다. 

“네. 사장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원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옴에 좋 

은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의 설비 투자와 연구 자금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혁신과정 만 

으로도 상당한 원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될 원가 부담은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동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식거리에 불과한 과자를 누가 비싼 돈을 주고 사먹으려 할까요? 물론 좋은 제품을 만들 

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제과 시장에서 가격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는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은 안전한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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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효 사장이 다시 한번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며 말을 이었다. 

“분명 가격 인상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는 과자는 더 이상 판매하기 힘들것입니 

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매우 커졌고， 이에 따라 먹거리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커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한， 능동적인 제품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제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언제 다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이 발견될지 모르고， 그 때마다 이러한 위기를 겪 

는다면 우리의 앞날은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1위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혁신 
하지 않는다변 절대 1위 자리를 넘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 였다 

“음 ... 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 

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옴에 좋은 과자， 건강한 과자를 만든다는 사실을 최우선순위로 생 

각하고 그 과정에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 

4. 제품혁신 프로젝트의 시작 

2007년 3월， 이건우 부사장은 벌써 며칠 째 늦은 밤까지 회사에 남아있었다. 오리온 혁신 연구소 

의 대표로서 어떤 방향으로 제품 혁신을 이끌어야 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비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과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는 뚜렷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제품을 혁 

신해 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뿐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과자의 이마지였다. 소비자들은 과자를 “건강에 좋지 않 

은， 아이들이 먹는 달콤한 사탕”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자의 근본적인 개념부터 변화시 

키는 제품이 아니고서는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무언가 과자의 한계를 뛰어넘을 새 
로운변화가필요했다. 

바로 그 때， 이건우 부사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다이어트， 비만 등 생활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는 단체인 국민건강팀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 가정의학과의 유태우 의학박사였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부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제안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한국인의 식습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형 스탠다드에 맞춰 영양소가 설계된 

식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과자의 유해성 논란 보도를 접한 이후 제과업체에서 

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결국 과자도 식품 아닙니까? 이 부사장님만 괜찮으시 

다면 제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머리를 싸매고 있던 부사장이었지만 그 역시 과자를 식품으로 생각하 

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사장 역시 과자를 단순히 군것질 거리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과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정효 사장의 의견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결국 과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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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었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자 김정효 사장의 의견이 명확히 이해가 되었다. 

“예 박사님.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리온 역시 같은 차원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의 영양에 대한 지식과 오리온의 과자 시장에서의 노하우가 합쳐진다면 훌륭한 ‘식품 과자’ 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체질과 영양을 고려한 과자를 개발할 수만 있다면 과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이 부사장의 얼굴에 화색이 만연했다. 그가 고민하던 문제에 정확히 들어맞 

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유태우 박사 또한 이 부사장의 망설임 없는 수락이 인상적이었다 오리온 

에 연락을 취하기 전 이미 여러 업체에 동일한 제안을 하였으나 모든 업체에서 프로젝트 진행에 따 

른 생산 설비 개선 비용과 연구 개발비등 막대한 자본 투입량에 부담을 느껴 프로젝트를 거절하거 

나 진행을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리온의 경우는 지체없이 유 박사의 제의를 수락하였 

다. 국민건강팀과 오리온연구소의 프로젝트는 바로 다음날부터 시작되었다. 

4. 1. 제품혁신의 기본 개념 

“현대인이 먹고 있는 음식의 대부분은 가공식품입니다. 따라서 가공식품은 모두 몸에 나쁘다고 비난하 

기 보다는 ‘몽에 좋은 가공식품’ 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 유태우 박사 인터뷰 中 -

2007년 3월， 오리온 혁신 연구소와 유태우 박사의 국민건강연구팀은 ‘몸에 좋은 가공식품’ , 즉， 

‘옴에 좋은 과자’ 의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기존 제과 시장의 웰빙 제품들 

은 ‘폼에 해롭지 않은’ 이라는 컨셉의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다. 과자 파동 당시 제과 가공에 필수적 

인 식품첨가물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이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제과산업의 침체를 불러일 

으켰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동적인 대응책을 펼쳤던 것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트랜스지방 제거 프로젝트， 그리고 2006년 과자 유해성 논란 이후 식품첨가물을 

교체하고 웰빙 제품들을 출시하는 등의 활동들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보아 ‘제품 혁신’ 은 아니었습니 

다 트랜스지방 저감화 프로젝트는 오리온 제과의 미국 진출을 위한 것이었고， 웰빙 과자의 출시도 과자 

유해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을 거 

치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정보의 습득이 간편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예전과 

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해졌고， 트렌드에도 빨리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소비자의 드러난 니 

즈와 욕구를 따라가려고만 해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 이건우 부사장 인터뷰 中 -

더 이상 수동적인 대응만으로는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없다는 것을 이건우 부사장은 

잘 알고 있었다. 이건우 부사장이 원하는 것은 건강에 좋은 하나의 신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 

다. 과자를 식품으로 자리잡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과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궁극적 

인 목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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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프로젝트의 컨셉과 네이밍 

오리온과 국민건강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품 혁신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전제는 과자를 ‘과 

자’가 아닌 하나의 식품으로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를 확보하고 과자 

시장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과자 파동 후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교체하고 고급스러 

운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과자가 가지는 이미지의 한계로 인해 소비자를 만족 

시킬 수 없었다 결국 소비자에게 과자는 과자일 뿐이었다. 

이건우 부사장은 이 문제는 마케팅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했 

기 때문이었다. 마케팅 팀과의 회의는 과자를 식품으로 어떻게 포지셔닝할 것인가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을 시작으로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회의장의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던 그 때 마케팅 팀 

의 허주영 부장이 모두에게 새로운 컨셉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코카콜라는 콜라 시장 포화 문제를 ‘물 시장과 경쟁한다’ 는 개념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우리 

또한 현재 과자 시장 문제의 해결법을 ‘하루 세끼 식사 대용식 시장과 경쟁한다’ 는 개념에서 찾아보는 것 

이 어떨까 싶습니다 밥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식품일뿐더러 한국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지 않습니 

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소비자 구조에서 성인 시장의 비율을 늘리는 것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은 건강에 관심이 많지만 식사를 잘 거릅니다. 게다가 구매력도 탄 

탄합니다 우리의 타켓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상대는 없을 겁니다. 현재 15% 정도인 성인시장을 20% 

정도로 늘리게 되면 안정적인 매출 확보는 물론 우리 과자에 대한 신뢰도 역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허 부장의 의견이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저는 이 프로젝트 자체를 브랜드화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밥’ 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 

큼 믿음직한 제품들에겐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증 

브랜드를 전 제품군으로 확대적용한다면 소비자들에게 좋은 과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 제품군으로 제품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지만 
말입니다” 

이건우 부사장이 맞장구를 쳤다. 

“ ‘하루 세끼 식사 대용식품’ 이라. 그럼 역시 쌀을 이용한 과자를 개발하는 것이 제품 이미지 전달에 좋 

겠군요. 식사 대용이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이 아닌 비타민， 칼숨， 철분 등의 영양소도 첨가해야 

겠고 말입니다. 게다가 전사적인 차원의 인증브랜드 개발이란 아이디어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 

이 부사장과 마케팅 팀에서 설정한 새로운 과자의 포지셔닝은 바로 ‘하루 세끼 식사 대용식품’ 

이었다. 사람들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끼니， 즉 밥이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460 



식품으로서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균형잡힌 식단이란 개념 

을 적용시켜 “한국인의 영양밸런스”란 컨셉을 프로젝트의 메인 컨셉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 컨 

셉을 적용한 제품은 신제품， 기존 제품의 여부를 떠나 모두 인증 브랜드를 부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제품 혁신 프로젝트의 네이명도 정해졌다. 의견수렴과 고민을 거쳐 만들어 

진 이름은 바로 Dr. You(닥터유) 프로젝트였다. 영양 밸런스를 고려한 똑똑한 가공식품이라는 이 

미지를 ‘닥터’ , ‘프로젝트’ 라는 키워드를 통해 전달할 수 있고， 유태우 박사의 인명을 활용하여 전 

문성과 신뢰감을 함께 부여할 수 있었다. 또한 ‘Dr. You' 에서는 인명을 나타냄과 동시에 ‘당신을 

위한 건강 주치의’ 라는 이미지를 함께 연상할 수 있어 프로젝트의 네임으로 채택하였다(E빼ibit 

13) . 

5. 오리온의 제품 혁신 프로젝트: Dr. You 

닥터유 프로젝트의 인증마크 획득 기준은 국민건강팀의 조언에 따라 정해졌다. 첫째는 폼에 좋 

은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기존 논란이 되었던 식품첨가물의 제거는 물론 인체에 이로운 원 

재료를 제품 생산에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둘째는 “한국형 영양밸런스”를 맞추는 것이었다. 서양 

인과 다른 식습관과 인체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에게 특화된 영양밸런스를 맞추어 과자를 먹으 

면 부족한 영양을 채워준다는 발상에서 나온 생각이었다. 셋째는 건강한 제조 방법 확립이었다 원 

재료가 좋아도 제조 방법이 비합리적이라면 좋은 제품은 생산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은 제 

품 자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고 있는 패키지 역시 친환경적인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었다. 

닥터유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연 “한국형 영양밸런스”에 있었다. 과자를 ‘밥’으로 인식시키기 위 

한 가장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 밥은 기본적인 영양을 공급해주는 식품일 뿐만 아 

니라 ‘한 끼니 식사’ 라는 의미의 고유명사로 사용되기도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렇기 때 

문에 부족한 영양 균형을 맞추어 주는 “한국형 영양밸런스”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 하지 

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비자들에게 과자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어야 

했다. “한국형 영양밸런스” 외 다른 세 가지 기준들은 소비자들이 과자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기준이었다. 

5. 1. Dr. You 프로젝트의 추진 구조 

유태우 박사의 국민건강팀은 오리온연구소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이전부터 건강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힘써온 단체였다 국민건강팀은 식품에 대한 지식과 연 

구 경험을 바탕으로 과자의 영양， 맛 등 제품 혁신의 연구 내용과 관련된 부분의 감수를 맡았다. 

오리온연구소는 실질적인 연구 진행과 시제품 제작 및 소비자 관능평가5)를 수행하는 등 실무적인 

역할을 맡았다 오리온연구소는 파이， 스댁. 비스킷， 껑/캔디， 초콜릿 등 5개의 제품 개발팀과 기 

5) 여러 가지 품질을 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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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구팀 , 기획 및 조사를 담당하는 연구기획팀 등 7개의 부서로 나뉘어 70여 명의 연구원이 소속 

되어 있었다(E녕ùbit 14). Dr. You 프로젝트에는 7개의 연구팀에서 15명이 선발， 투입되었다. 국민 

건강팀과 오리온연구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공식회의를 가지며 연구소 측의 연구결과를 점검하 

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뿐 아니라 연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협조할 수 있 

는 연계 체제를 구축하였다. 오리온연구소는 국민건강팀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선진 

국 전문 인력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해외의 제과 트렌드와 맛을 내는 공법에 대한 지식을 교류하 

였다. 

5.2. Dr. You 프로젝트의 과제 

오리온은 닥터유 프로젝트의 네 가지 기준 - 몸에 좋은 재료， 한국형 영양밸런스， 건강한 제조 

방법 , 패키지의 친환경화 을 만족시키고 소비자의 입맛에도 맞는 상품성 있는 과자를 만들고자 

하였다(E배ibit 15). 그러나 공동 연구 과정에서 의학박사인 유태우 박사가 생각하는 건강에 이상 

적인 식품과 현실 사이에는 거리감이 존재했다. 지금까지 제품의 좋은 맛과 색감을 위해 사용해왔 

던 식품첨가물 대신 새로운 원재료를 사용하고 제조 방식을 바꿀 경우， 어떻게 상품성 있는 맛과 

색감을 구현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과자를 만들어도 맛이 없으 

면 상품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원재료를 교체하는데 따른 원가부담 

이었다.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 식품첨가물보다 원가가 두 배 이상 비썼기 때문에 재료 선 

정을 섣불리 할 수 없었다. 

“과자의 맛과 모양， 색 등을 유지하면서 원재료를 몸에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말은 쉬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 박사님께서 찾아낸 이상적인 영양소 배합량과 그 밖의 기준들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분을 바꾸면 맛이 달라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어려워집 

니다. 맛과 색， 모양을 유지하면서 성분을 바꿔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앞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성해야할 과제였습니다. 우리가 연구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 

마다 국민건강팀의 연구 협조와 조언 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 

- 이건우 부사장 인터뷰 中-

1 ) 더할건 더하고 밸건 빼고 

몸에 좋은 과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몸에 좋은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제과 제 

품에는 좋은 맛과 색， 향을 내기 위해 합성착향료， 합성착색료 등의 식품첨가물이 생산에 사용되었 

고 가공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름은 포화지방산이 다수 함유된 식물성 팡유와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과자 파동 당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지적받은 재료들이어서 교체를 고 

려해야 했다. 이 밖에도 오리옹은 국민건강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첨가할 성분과 제거할 성분을 

결정하고 닥터유 프로젝트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2007년 세계 식음료 시장의 소비트렌드는 ‘흘썽 (Wholesome) ’ 으로 영 양과 건강， 안전을 중 

시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이미 천연원료(Natural Ingredient)를 사 

용하는 기업이 확대되고 있었다. 기존 제과 업계는 도정 과정을 거친 밀과 너트를 주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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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제조하였다. 도정 작업을 거친 원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색과 맛， 질감이 좋아지고 고운가루 

형태로 도정이 되기 때문에 제품 생산과 상품성 있는 제품 생산에 유용하다. 그러나 여러 도정과정 

을 거치는 동안 무기질 등 많은 영양분이 거친 질감의 브랜 (Br와1) 이라는 껍질과 함께 제거되어 영 

양변에서는 이롭지 못했다. 반면 1차 도정 작업만을 거친 통밀 (whole grain)과 통너트(whole nut)를 

원재료로 사용하게 되면 영양성분이 많아 건강에는 이로운 장점이 있었으나 백색의 가루가 아닌 

누런색의 거친 가루가 나오게 되어 부드러운 질감의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고 제품의 시각적인 가 

치가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었다. 

가장 처음 연구된 내용은 고혈압 등 성인병을 유발하는 포화지방산을 0%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었다. 오리온은 이미 2001년 트랜스지방 저감화 프로젝트를 통해 일부 제품에 사용되는 기름을 단 

가불포화지방산을 다수 포함한 올리브유로 교체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올리브유는 트랜스지방산 

의 비율은 낮았으나 포화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7%를 차지하였다 참치， 고등어 등의 생 

선기름과 들깨 기름， 땅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기름， 면실유， 콩기름， 해바라기씨 , 홍화 기름 등 

이 포화지방산을 적게 함유하고 있는 기름으로， 교체 후보에 올랐고 가장 포화지방 함유량이 적은 

해바라기유와 홍화씨， 카놀라유를 차세대 기름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연구팀은 인체 유해성 여부， 

맛， 대량 생산 가능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바라기유를 최종 사용 기름으로 확정하였다. 해바라기 

유는 무색， 무취의 기름으로 제품의 맛을 해치지 않았고 색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대량 생산을 

하더라도 그 기능에 변함이 없었다. 오리온은 기존 올리브유와 팝유 생산 설비를 해바라기유에 적 

합한 설비로 전변 교체하였다. 

이후 프로젝트 팀은 과자 유해성 논란 당시 지적되었던 합성착색료， 합성착향료， 보존료， 식품첨 

가물 등을 천연재료로 대체하였다. 오리온연구소는 여러 가지 재료와 생산 방식을 통해 시제품을 

생산한 후 수백 차례의 소비자 관능평가를 통해 가장 소비자 호응도가 높은 재료와 생산 방식을 채 

택하였다 

과자의 단맛을 내는 데에는 크렌베리 6) 푸룬7) 등 말린 과일 등 천연 재료를 사용하였고 고소한 

맛은 합성착향료 대신 통너트를 이용해 맛을 냈다. 천연재료는 인공식품첨가물에 비해 자극적이지 

않아 맛을 내기 어려웠으나 재료를 통째 잘라넣거나 구워 생산하는 등 생산 방식에 변화를 주어 기 

존의 맛을 유지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색감이었다. 새로운 재료들은 미백처리된 것들 

이 아니어서 깨끗한 느낌을 주는 색감을 구현하는데에 문제가 있었다. 연구원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지만 합성 착색료를 사용해 미백작업을 하거나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능평가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들이 밀 고 

유의 색이 나는 제품에서 촌스러움보다는 친환경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이 관능 평가 결 

과는 연구원들의 새로운 과자의 색감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었다. 

또 다른 문제는 원가였다. 값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재료를 사용하니 어쩔 수 없이 

6) 넌출월률( 越橋) 또는 크랜베리 (Cranbe띠)는 진달래과의 종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열매로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분이 풍부함 

7) 씨를 제거하지 않은 채 건조시켜도 발효되지 않은 플럼 (plum) 즉 서양 자두에만 허용되는 명칭으로 철분， 

식이섬유， 칼륨등각종비타민과미네딸이 풍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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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가 높아졌다. 닥터유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당시의 고유가상황으로 인한 원가압박을 받고 있 

는 상황이었기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E때ibit 16 , 17). 이건우 부사장은 임원단과의 회의 끝에 

회사 내부적으로 원가상승 극복을 위한 Green&Clean 캠페인 시행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낭비제거’프로젝트였다 이면지 활용을 권장하여 임원에게 보고할 용지도 이면지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컬러 프린트를 지양하고 흑백 프린트 지향하기， 1회용 컵 사용 줄이기， 교육이나 회의 시에 

는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자료 출력 자제하기 등 기업 운영의 사소한 부분까지 낭비를 

제거하는 프로젝트를 펼쳤다. 또한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E때ibit 

20) . 이건우 부사장은 조금 더 비싼 재료의 사용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상승하여도 좋은 과자를 만 

들어 낸다면 소비자들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2) 한국형 영양밸런스(Korean Standard Nutrition Balance) 
제품 혁신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과정인 “더할건 더하고 뺑건 빼고”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경 

쟁사들 역시 아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 

가물을 사용한 제품을 구입하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사들에게도 이 과정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오리온에게는 그 의미가 달랐다. ‘하루 세끼 식사 대용식품’ 으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 작업이었다. 

“‘하루 세끼 식사 대용식품’으로서， 즉 ‘밥’으로서 과자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할건 더하 

고 뺑건 빼고’ 프로젝트를 거쳤습니다.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 ‘밥’ 처럼 믿을 수 있 

고 영양가 있는 과자를 공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한국형 영양밸런스 부분이었습니다 .. 

- 이건우 부사장 인터뷰 中 -

오리온연구소와 국민건강팀은 과자를 ‘밥’ 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한국형 영양밸런스” 프로 

젝트를 시작하였다. 유태우 박사는 평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한국형 스탠다드에 맞춰 영양소 

출처. 오리온홈페이지 

〈그림 1> CPF 밸런스 

가 설계된 식품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 

고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식습관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계속해왔다. 그 결과 유태우 박 

사는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한국형 영양 기준인 CPF 

밸런스8)를 개발하였다. 제품 혁신 과정에서 모든 제품 

이 CPF 밸런스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구 

과정이 필요하였다. 

“그동안 한국 식품업체들은 모두 미국， 유럽， 일본의 영양 

소 기준을 따라왔습니다 외국과는 식습관이 다른 만큼 이상 

8) Carbohydrate , Protein, Fat Balance의 약자로 전체 식사를 100으로 볼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열량 비율 

을 65 ’ 15:20으로 맞추는 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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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양 밸런스도 다를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를 오래도록 해왔습니다. 즉， 밥을 주식 

으로 하는 우리 국민들의 영양 밸런스는 서양의 그것과 다르고， 우리 식생활과 맞는 영양밸런스를 가진 

가공식품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유태우 박사 인터뷰 中 -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열량 비율인 CPF 밸런스를 맞추 
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었고 이 밖에도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칼습과 철분， 무기질과 비타민 

등을 보강하여 진정한 의미의 영양밸런스를 추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다(E때ibit 21 , 22). 

“요즘 젊은 세대는 비만에 아주 민감합니다- 통밀은 식이섬유가 많고 탄수화물이 적어 먹어도 살이 덜 

찜니다. 게다가 통밀의 배아에는 노화방지 효과가 있는 비타민 B 군이 풍부합니다. 그동안은 여러 도정 

작업을 거쳐 밀가루를 만들어 쓰는 게 고작이었는데 100% 통밀을 가공하는 공법을 개발함으로써 영양가 

높은 통밀을 제과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누렇고 거친 

업자의 통밀과 통너트를 가지고 부드러운 파이와 비스킷을 만드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지만 연구원들의 

밤생 노력과 끊임없는 소비자 관능평가를 바탕으로 이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 
- 이건우 부사장 인터뷰 中 -

영양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었던 

설탕과 지방의 함량을 조절하였고 튀겨서 생산하는 제과 생산 방식을 오븐에 굽는 방식으로 변환 

하였다. 튀겨 생산을 할 경우에는 생산 공정이 단순하고 원가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었지만 쉽게 

산화될 뿐만 아니라 지방이 과다하게 함유되는 단점이 있었다. 오리온연구소는 생산원가는 높아졌 

지만 영양균형을 위해 오븐에 굽는 생산 방식을 고안해 내었다 생산 공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 과 

정을 통해 지방함량을 줄여 저칼로리이면서 고단백인 과자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지방이 많 

이 포함되어 있는 크림도 초콜릿으로 바꾸어서 맛은 유지시키면서 영양 측면의 변화를 주었고 단 

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외의 영양 균형을 위해서 견과류를 통째 넣는 등 생산 방식의 변화를 주었 

다. 

영양을 갖춘 상품성 있는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리온연구소가 선택한 방법은 앞선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관능평가의 실시였다. 우선 혁신 프로젝트의 기준에 맞는 시제품을 개발하였고 

개발된 모든 시제품은 적게는 300명 많게는 500명의 소비자들에게 그때 그때 ‘맛 검사’ 를 받았다. 

관능평가 후에는 평가를 바탕으로 연구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개발을 하고 같은 단계를 반복하 

였다 

’‘관능 평가 시 모든 느낌을 최대한 많이 적어 놓고 여러 번 관능평가 후 공통된 내용을 찾아내 문제점 

이 있으면 개선하고 좋은 점은 더욱 부각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개 

발 관능평가-피드백-재개발의 과정이 매우 힘들었지만 소비자들에게 영양가 있는 과자를 공급한다는 일 

념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단것은 몸에 해롭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단것이 몸 

에도 좋다’ 라는 말로 바꾼다는 목표가 연구원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 

오리온 연구소 연구원 인터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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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건 빼고 더할건 더하고’ 과정과 ‘한국형 영양밸런스’ 과정을 통해 확립된 제품 생산 방식은 

프로세스화 되어 전사적으로 확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Dr. You 프로젝트는 단순히 하나의 신제품 

을 위한 것이 아닌 오리온의 전제품에 걸쳐 확대되어야 했으므로 생산방식을 병문화하여 확대시키 

기로결정한것이다. 

3) 그린패키지 
그린패키지 프로젝트란 제품 패키지를 친환경적인 재료로 바꾸는 프로젝트로，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한다변 과자뿐만 아니라 그 것을 담고 있는 패키지 또한 건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제품의 패키지는 충동구매 성향이 강한 제과 업계의 특성상 상품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제품의 주 사용층인 어린이들의 제품사용패턴을 관찰해본 결과 패키지를 물고 빠는 버릇이 강했 

다 특히 장수 상품인 고래밥은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제품이었는데 과자를 제품 패키지에 부 

어먹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되었다. 오리온을 포함한 과자 업체들이 사용하는 패키지는 유성 

코팅 제품으로써 썩지 않아 친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툴루엔9)이라는 발암 물질을 포함 

하고 있었다. 이 툴루엔이란 물질은 패키지를 물고 빠는 버릇이 있는 어린이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아 패키지 개선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3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오리온은 친환경 마케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 

고 있었고 패키지에 대한 문제점 역시 지적되어 왔지만 쉽게 도전하기 힘든 과제였다. 원가 부담이 

컸고， 현재 사용하는 유성 코팅을 사용할 경우 포장지 질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는 오리온 

의 패키지 협력업체인 삼보에이팩과의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패키지는 종이를 기반으로 하는 케이스 형태와 필름(비닐)을 기반으로 하는 봉투 형태의 2가지 

가 보통인데， 케이스 포장의 경우 친환경 잉크인 콩기름 잉크를 식품 업계 최초로 사용， 휘발성 유 

기화합물을 최소화했다. 또한 기존의 유성코팅에서 수성코팅으로 바꿔 재활용이 용이하게 만들었 

다. 수성 코팅 포장재는 재생도 가능하고 썩기 때문에 훨씬 친환경적이었다. 필름 포장의 경우 툴 

루엔이 포함된 메틸알콜 대신 툴루엔도 함유되어 있지 않고 인체에 비교적 안전한 에틸알콜을 사 

용하여 툴루엔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덕분에 어린이들이 과자봉지를 물고 빨아도 안전 

하게 되었다. 

추진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코팅을 바꿀 경우 인쇄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고 

3~4%의 원가 상승도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콩기름을 이용한 패키지는 기존 코팅 제품보다 은은 

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또한 패키지를 개봉할 때 기존 제품과는 달리 종이를 찢는 듯 

결결이 찢어지며 친환경적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풍겼다 생산 및 원가의 문제가 존재하기는 했지 

만 좋은 제품은 소비자가 알아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자는 닥터유 컨셉에 따라 전 제품군으로의 사용이 결정되었다. 

9) 합성하는 원료로 사용되며 특히 도료의 용제로 사용되는 시너의 주성분을 이루는 성분으로 발암 물질로 알 

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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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Dr. You 프로젝트의 기준 확립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약 7개월 후 처음 목표했던 기한보다 빨리 기준에 맞는 제품 생산 방식이 

확립되었다. ‘초코파이’ , ‘고소미’ , ‘베베’ , ‘다쿠아즈미’ , ‘오징어땅콩’ , ‘씬칩’ , ‘프리모’ , ‘카스 

타드’ 등 오리온의 인기 제품등이 가장 먼저 기준에 맞추어 리뉴얼 되었다. 이 제품 8종은 인증브랜 

드 역할을 하는 ‘닥터유 프로젝트’ 로고를 패키지에 부착하여 출시하기로 결정되었다. 아직 리뉴 

얼하지 못한 기존 제품들은 순차적으로 닥터유 기준에 맞추어 출시하고 2009년까지는 전 제품을 

닥터유 기준에 맞추어 출시할 예정이었다. Dr. You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제품들은 이제 이건우 

부사장의 출시일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6. 닥터유컬렉션 

기존의 제품을 닥터유 프로젝트의 컨셉에 따라 재설계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품을 리뉴얼 

할 기준을 명시한 ‘닥터유 프로세스’ 도 확립하였다. 생산에 대한 준비도 마쳤다. 그러나 이 부사 

장은 출시를 앞두고 고민이 있었다. 기존의 제품 또는 앞으로 나올 신제품에 ‘닥터유 프로젝트’ 라 

는 마크만 포장지에 인쇄한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오리온의 노력이 올바르게 인식될지에 대한 여부 

가 불투명했던 것이다. 이 부사장은 다시 한 번 마케팅 팀을 찾았다. 앞서 닥터유 프로젝트의 STP 

전략을 제안했던 허주영 부장이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하였다. 

“‘닥터유 컬렉션’ 이라는 통합브랜드를 출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즉， 닥터유 컬렉션이라는 통합브랜 

드를 통해 소비자에게 몸에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을 먼저 소구한 뒤 각각의 서브 브랜드를 통해 ‘닥터유 

컬렉션’의 신제품을 기존 리뉴얼 제품군과 함께 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닥터유 컬렉 

션에 맞춰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면 새로운 컨셉의 신제품에 대한 관심을 등에 업고 닥터유 프로젝트를 효 

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 부사장을 비롯한 마케팅 팀 직원들은 이 의견에 적극 동의하였다. 오리온연구소는 5개의 신 

제품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신제품 개발에 착수하였다. 닥터유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신제 

품을 개발해내기 위해 연구원들은 제품의 컨셉， 맛， 모양 뿐만 아니라 공정상의 기술적인 요인들까 

지 신경을 써야 했다. 이를 위해 공장이 쉬는 주말을 이용해 생산 현장 직원들과 생산 방식에 관한 

조율을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도 유태우 박사의 국민건강팀과의 공동 연구는 계속되었다. 

“유태우 박사팀이 국민건강팀인 만큼 실제 한국인이 좋아하는 식감， 포만감， 제품이 체내에서 작용하 

는 기전 등 굉장히 많은 자료를 끊임없이 제공했습니다. 의학용어가 난무하고 과연 과자를 만드는데 과연 

저런 것까지 필요할까 할 정도였으나 뒤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모두 제품의 기반이 되고 재산이 되었습니 
다 .. 

- 오리온 연구소 연구원 인터뷰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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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신제품인 에너지바 2종은 닥터유 프로젝트의 ‘하루 세끼 식사 대용식품’ 컨셉에 맞게 선정되 

었다. 제품의 네이밍은 ‘먹을수록 가벼워지는 99kcal 시리얼바’ , ‘과일 담은 콩을 오븐에 통째로 구 

운 고단백 영양바’ 로 선정하였다 기존의 제품들에 비해 긴 제품명이었지만 원료와 생산 방식 등 

제품의 특성을 제품명에 담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식품으로서 포지셔닝하기 위한 전략 

이었다. 이 두 제품은 국내 최초로 에너지바 시장을 창출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노렸다 또 

한 ‘100% 순수한 통밀로 만든 다크초콜릿 케익’ , ‘3가지 곡물의 새싹을 퇴워 만든 풍부한 식이섬 

유 크래커’ , ‘100% 순수 이천쌀을 맛있게 구운 정통 쌀과자 라이스칩’ 도 함께 개발하였다(E에ibit 

22) . 

7. 닥터유의 출시 전략 

2008년 1월 5종의 닥터유 컬렉션과 8종의 닥터유 프로젝트 과정을 거친 리뉴얼 제품이 출시되었 

다.13종의 모든 제품에 닥터유 프로젝트의 인증 마크가 부착되었고 닥터유 컬렉션은 ‘닥터유 컬 

렉션’ 브랜드가 추가적으로 부착되었다. 닥터유 프로젝트를 거쳐 출시된 13종의 제품은 지속적인 

관능검사를 시행하여 2주마다 제품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였다. 

‘닥터유 컬렉션’ 은 프리미엄 제과로서 타 경쟁사의 제품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다. 오리온 

은 가격 차별화를 함으로써 닥터유 컬렉션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하고자 하였다 

오리온전 제품 

자
(
〕
 

1 

‘‘‘ 
확
 

?f 

/확장 
'1-.‘ 

확장 ~‘’“‘· 

신규제품출시 : 
Dr. You Collection 

t-기존제품 리뉴얼 : 
Dr. You PROJECT 

100% 순수한 통밑로 만든 다크조롤릿 커|익 

3가지 곡률의 새썩율 퇴워만든 풍부한 식이섬유 크래켜 

100% 순수한 이천쌀올 맛있게 구용 정통 쌀과자 라이스징 

댁을 수록 가벼워지는 99kcal 시리얻바 

과일 담은 콩올 오븐에 륭째로 구운 고단액 영양바 

출처 : 오리온 홈페이지 내용 참조 

〈그림 2> 닥터유 프로젝트， 컬렉션 제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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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유 컬렉션’을 포함한 닥터유 프로젝트 제품은 일반 소매점과 대형 마트 등에 유통되었다. 

과자라는 특성 때문에 모든 제품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통경로에 출시되었는데， 오리온은 제품 

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야간 집중배송을 하거나 판매원 진열교육 

을 실시하는 등 유통 안전 시스템을 갖추었다. 

닥터유 프로젝트는 웰빙을 선호하는 20~30대 여성과 10대 자녀를 둔 부모를 타켓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실행하였다. 오리온은 TV 광고， 잡지광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 

한 이벤트， 스폰서쉽， 거리홍보， 캠퍼스 홍보， 제품 시식행사 등을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하여 

‘몽에 좋은 식품’ 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E뼈ibit 23). 

먼저 TV 광고에서는 의사들의 생활을 그린 드라마 ‘뉴하트’ 의 배우와 실제 의사들을 모델로 사 

용하여 건강한 식품으로서의 ‘닥터유’ 컨셉을 전달하고자했다. 드라마에서 정직하고 신뢰성 있는 

의사로 나왔던 배우 조재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여 ‘Dr marketing’ 을 펼쳤고， 이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편 광고에서 의사의 딱딱한 이미지를 감소시키고 친 

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재있는 대사를 사용하여 건강한 과자라는 컨셉을 전달하였다. 

신문과 잡지 등 인쇄 매체 광고에서는 의학 박사인 유태우 박사와 김정효 사장을 모델로 내세움 

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닥터유의 TV 광고를 포스터 형식으로 

만든 인쇄 광고를 배포하여 건강한 닥터유 컨셉을 전달하였다. 

닥터유 프로모션은 온라인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오리온은 “오리온 혁신 연구소”라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오리옹 혁신 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닥터유 프로젝트의 생산과정을 캐릭터와 게임을 이용하여 설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닥터유에 대 

해 쉽게 전달하고자 했다. 이 외 오리온은 닥터유 전용 블로그를 만들어 닥터유를 홍보함으로써 네 

티즌사이에 입소문이 나도록하였다. 

오리온은 다양한 판촉행사도 진행하였는데 먼저 ‘다음’과 연계한 닥터유 체험 이벤트와 블로거 

테스트 이벤트를 시행하여 닥터유 컬렉션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연 접수를 통해 동호회나 동아리를 지원해주는 스폰서쉽 행사， 의사와 간호사 복장을 입은 행사 

요원들이 아침이나 점심 시간대 여대앞과 강남이나 종각 등 직장인이 많은 곳에서 닥터유를 무료 

로 나눠 주는 시식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오리온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종이 

모형 만들기’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8. 닥터유 출시 그 후 6개월: 새로운 고민 

닥터유 프로젝트의 제품 혁신은 2008년 2월 출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우선 전제품으로 닥터유 

의 기준을 확산시켜나가는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다 오리온은 신제품을 포함하여 약 90가지의 제품 

을 생산하고 있었다. 닥터유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가 건강한 과자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제품으로 이 기준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과 같은 프로 

세스를 거친 제품들이 속속 시장에 출시되기 시작하였다. 

닥터유 컬렉션은 출시 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였다 2월 제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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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후 4월 27억 원， 5월 35억 원， 6월 42억 원등의 누적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연간 목표였던 200 

억을 상회하여 300억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E배ibit 24). 

닥터유의 성과는 단순한 매출 이상의 것이었다. 닥터유 컬렉션 제품들의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과자를 보는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닥터유를 접해본 

소비자의 80%가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기존에 우 

리가 알던 과자와는 다르다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아직은 절대적인 판매량이 부족했지만 모 

든 소비자들이 닥터유의 제품들을 맛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 부사장은 한번 닥터유를 맛본 고 

객들은 과자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닥터유가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경쟁사들도 서둘러 비슷한 컨셉의 제품을 내어놓기 시 

작했다. 그러나 한발 앞서 시작한 오리온의 에너지바 시장에서 롯데의 ‘굿모닝 치즈’ , 해태의 ‘내 

몸에 플러스’등 경쟁사의 신제품은 열세를 면치 못했다 매출 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에서 실시 

한 만족도 테스트에서도 1위 자리를 닥터유 컬렉션의 ‘고단백 영양바’ 가 차지하였다. 

2008년 8월， 닥터유 프로젝트의 성과 보고회에는 오리온 그룹의 수장인 담철곤 회장도 자리하였 

다. 닥터유의 시장 안착을 격려하고 그룹 차원의 향후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김정효 사장이 

먼저 말문을열었다 

“우리 모두는 2년전 이 자리에서 과자 유해성 논란 동영상을 시청했던 그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 

내 제과시장의 주요 업체로 군립해오던 우리는 한 때 영업이익이 30% 이상 감소하며 위기를 맞기도 하였 

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제품 혁신에 대한 노력과 뛰어난 브랜드 전략으로 국내 어느 기업보다 이 위기 

를 잘 극복해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길이 멸지만 지난 2년간 어려움을 참고 절치부심해주신 연구 
소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이건우 부사장이 만족감이 가득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이번 성과는 저희 연구소 직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공장이 쉬는 주말에도 시제품 제작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공장직원 여러분과 소비자들이 닥터유를 건강한 과자로 제대로 인식하도록 훌륭한 브 

랜드 전략을 구축하고 발로 뛰며 판촉활동을 벌인 마케팅 부서 직원 여러분 등 전 직원이 일치단결한 결 

과입니다. 

그러나 저는 닥터유의 성공은 아직 절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할 또 하 

나의 문제는 원재료의 생산과정 입니다. 현재 닥터유는 좋은 성분은 더하고 좋지 않은 성분을 빼어 ‘몸에 

좋은 과자’ 라는 컨셉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 

다. 밀과 같이 과자의 주원료가 되는 성분은 재배할 때부터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해야 합니다- 원료의 제 

조공정이 친환경적으로 변하더라도 원료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친환경 

과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원가 상승의 압박이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과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닥터유 프로젝트의 앞으로의 방향은 바로 
원재료 재배 과정을 포함한 v외uechain 전 과정의 친환경화입니다 ..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 부사장의 말에 동의하였다. 성과보고회를 묵묵히 경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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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우선 고된 과정을 거쳐 닥터유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건우 부사장님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발표도 인상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닥터유의 성공은 오리온의 글로벌 진출에 더 큰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환경은 국내에 

서와 마찬가지로 건강을 중시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의 경우 비위생적이고 비윤리적인 식품생산으로 자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건강한 가공 

식품에 대한 니즈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국내와는 달리 중국은 성장의 기회가 

무궁무진 합니다 중국의 경우 과거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몸에 해로운 성분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 

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국 역시 몸에 좋은 과자에 대한 욕구가 늘어날 것이 확실합니 

다. 건강과 친환경적인 니즈 증가는 닥터유 제품군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에 더 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 

다. 닥터유 프로젝트가 한국인을 위한 과자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중국인을 위한 영양밸런스를 맞춘 제 

품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건강을 내 건강처럼 생각한다 

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철곤 회장의 발언이 끝난 후 새로운 임무가 주어진 이 부사장의 얼굴엔 1년 전과 같은 의심의 

기색은 없었다 앞으로의 제품 혁신 프로세스의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엿보였다. 닥터유 프로젝트의 

개발과 런칭 과정을 통해 이미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 주위로 오리옹의 밝은 미래가 그 

려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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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1 > 오리온 제과 연혁 

연도 주요연혁 

1956.07 풍국제과(주) 인수(현， (주)오리온) 

1956.08 껍 제조 시설 도입설치 

초!.료L 
•’ 1 

1957.06 캔디제조시설(獨) 도입설치(킹드롭프스 생산) 

1968.12 초콜릿 제조시설 도입(日)(판초콜릿 No.l’ , 님에게’ 생산 

1974.04 ‘초코파이’ 생산 개시 

1979.03 기술개발 연구소 설치 

1982 .12 다이제스티브 비스킷 생산 

1983.06 초코파이 제조시설 증설 (美)

1983.09 제 3 익산공장 준공 

1987.06 오리온프리토에리(주) 합작설립 (2004. 11 오리온스댁인터내셔널(주)로상호변경 

1987.10 ‘투유초콜릿’ 생 산 

1988.04 비스킷 제조설비 증설 

1988 오리온 감자원료연구소 설립 

1989.12 후라보노껍 생산， 답철곤 부사장 사장 취임 

1990.05 ‘초코파이’ 월매출액 30억원 돌파 

1990.06 동양마트(주)설립((주)바이더웨이로 상호 변경) 

1992.01 ‘초코파이’ 단일브랜드로 업계 최초 월 40억원 매출 돌파 

1993 01 답철곤 사장， 동양그룹 부회 장 취 임 

1993.02 중국 북경사무소 개설 

1994.07 청주공장 준공 

1994.12 오리온카툰네트워크(주)설립출자(97. 3 (주)투니버스로 상호변경， 온미디어와 합병) 
1995.11 베니건스(캐주얼레스토랑) 1호점 개점 

1995.12 OrionFoodCo.,Ltd 합작설 립 (중국 하북성 소재 ) 

1996.12 동양레포츠(주) 설립 출자 (2003.8 (주)오리온레포츠로 상호 변경) 

1999.03 OFL , 오!감자 출시 

1999.05 (주)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설립 출자 

2000.05 (주)온미디어 설립출자 

200102 신제품 감자 크래커 ‘예 1 감’ 출시 

2001.09 오리온 그룹으로 명칭 변경， 담철곤 회장 취임， 오리온제과 그룹에서 계열분리 

2002.05 서울공장 폐업 

2002.09 외식사업 분할， 화이즈온(주) 설립 

2003.03 스포츠토토(주) ,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주) 출자 

2004.04 (주)오리온 기술개발연구소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서 획득 

2004.07 저지방칩제조방법에 대한 국내특허 취득 

2006.07 (주)바이더웨이 매각 

2007.02 ‘스령칩 페퍼스테이크’ , ‘미니투니스’ , ‘투유권셀’ , ‘美카카오’ 출시 

2007 .10 오리온， ‘프리모’ , 카카오콜렉션’ 출시 

2007.12 (주)메가박스 계열회사 제외 

2008.02 닥터유 컬렉션 출시 

출처: 오리온홈페이지 

472 



(Exhibit 2> 오리온 그룹 사업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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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리온홈페이지 

〈제과〉 

* 오리온: 1956년 설립 이후 효코파이， 다이제 등의 브랜드를 출시한 제과사업부 
* 오리온 스댁인터내셔널: 오리온 제과 부분의 해외 사업 본부 

〈엔터테인먼트〉 

* 메가박스: 멸티플렉스 영화관 
* 쇼박스: 영화제작 투자 및 배급사 
* 온미디어: 1994년 투니버스 방영으로 시작된 케이블 방송 
* 토토. 야구， 축구 등의 스포츠 배팅 게임 사업 
〈외식 & 스포츠〉 

* 베니건스: 1995년 도입한 사업으로 쉐프 중심의 레스토랑 
* 오리온스: 프로농구 구단， 베니건스， 토토 등과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 진행 
* MarketO: 아시안 퓨전스타일의 레스토랑 

〈글로벌 사업〉 

* 중국 베이징 근교 랑팡지역에 설립한 현지법인 OFC 
* 러시아: 2003년 모스크바에 설립된 OFR 
* 베트남: 2005년 9월 베트남에 설립된 OFC 



<Exhibit 3) 오리온 제과 조직도 

ssc 한극 

- .. ‘-‘‘ 

천략기획틸 기획틸 

HR 틸 자긍틸 

IT 혐 회계팀 

경영채선틸 경영져원틸 

전략기획틸 PO'\VER 텀 

HR 틸 GR 0 TH 팀 

IT 팀 PRIDE 랑 

경영재선틸 CHALLENGE 틸 

경영7Il선텅 FRONTIBR 혈 

기초떤구틸 
nrc 틸 

개 알 1-5 틸 영업거회틸 

연구거획팀 
〈정엽지원틸 

영엽 판려 틸 

글호별생산구때틸 혀춰팀 

ENG 틸 
사업쭈 

프로쩍트지원틸 생산구해틸 

건설 PJ 틸 
공장 

흉보틸 

출처. 오리온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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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4) 오리온 그룹의 사업별 매출 구성비 

(단위 : %) 

100% 

70% 

·스포츠복켠 

·앵터태인번흐 

.외식업 

·제과엉 

90% 

80% 

60% 

50% 

40% 

30% 

20% 

10% 

0% 
2003 2004 2005 2006 2007 

출처 오리온 내부 발표자료(2008.4) 

(Exhibit 5) 오리온 그룹의 영업이익 구조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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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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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리온 내부 발표자료(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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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6) 오리온 제과 요약재무제표 

구분 20086 2007 2006 

매출액 283 102 536157 543.062 

매출원가 173 408 334007 334 843 

매출총이익 109.692 202 150 208.219 

판매비와관리비 85.560 172.088 180.927 

영업이익 24132 30062 27292 

영업외수익 65766 95.919 152.030 

영업외비용 39117 34 .411 34.297 

경상이익 50781 91571 145.025 

당기순이익 33 871 65972 106919 

출처 . 오리 온 사업 보고서 (2001 ~ 2008) 

(Exhibit 7> 제과 4사 시장점유율 변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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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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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ν잉 ~" ‘1잉'jJ"，，，， ‘1q/iq ’;'> .‘S<S‘ 

출처: 제과 4사사업 보고서 (2001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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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4 2003 

537 536 513 375 500299 

331951 322 548 305 638 

205 585 190 827 194661 

164.983 147 547 145.268 

40 602 43 280 49394 

31124 5.312 15.841 

25.714 19.189 57.028 

46.013 29 .403 8207 

37314 20366 6258 

(단위: %) 

t‘<it4,3 tUti<‘so λ~'" ι‘“‘1잉，S“ ~、’연’5 

(단위 백만 원) 

2002 

528.920 

307.700 

221220 

158497 

53 658 

12.341 

29.092 

22.692 

34.889 

·크라훈 

l해태 

·롯떼 

·오리용 

2001 

479 164 

281225 

197 939 

152 .419 

39443 

58.828 

67.991 

23.284 

15.403 



(Exhibit 8> 제과시장 규모 및 성장률 

구분 

시장규모 

성장률 

2007 

1.893 

3.70% 

출처 한국식품연감(2004~ 2008) 

2006 

1826 

1.90% 

2005 

1865 

-0 .30% 

2004 

1.871 

1.80% 

(단위: 십억 원) 

2003 

1.906 

-3)0% 

(Exhibit 9> 과자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식품 첨가볼 

; trjT E프r 

타르계색소 적색 2호 

황색 4호 

표백제 아황산나트륨 

방부제 안식향산나트륨 

발색제 아질산나트륨 

조미료 MSG 

(L글루타민산나트륨) 

조흐;지 -, 。

발암물질 가능성 이 있어 미국은 1970년대에 사용을 금지함 

미국의 경우 알레르기 및 천식유발， 과민증， 체중감소， 설사 등을 이유로 사 

용상의 주의를요함 

‘합성보존료’ , ‘산화방지제’ 등으로 표기. 과다 섭취 시 두통， 복통， 메스꺼 

움， 순환기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음 

비타민 함유 음료， 과일주스， 사이다 등에 주로 사용되며 각종 암을 유발함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의 색을 유지하기 위하여 챔가되는 식품첨가물. 독일 

에서는 육가공품에 한해 1970년대에 사용을 금지함 

미국 FDA에서는 선생아용 음식에는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 천식，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의 원인이 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자료(2006) 

477 



(Exhibit 10) 지방산의 종류와 특정 

(단위 %) 

SAFFLOWER on. 

COTTONSEED on. 

UNOLEIC SUNFLO'IVER 

SOYBEANOn. 

CORNOn. 

BUTTERFAT 

P와M。α 

BEEFOn. 

LARD 

PEANUTOn. 

CANOLAOn. 

。IJVEOn.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출처: 오리온홈페이지 

포화지방산 

·당가를요."1항싼 

·다가를포화지땅션 

"'포화지왕산 

포화지방산은 식물성 유지의 중요한 구성성분인 팔미트산(pψ피óc acid) , 동물성 유지의 중요한 구성성분인 스 

테아르산(stearic acid) 퉁이 여기 속하며，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하다- 포화지방산은 육류， 코코덧유， 마가린에 많 

이 들어 있으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등이 증가를 하여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주어 심 

장관상동맥， 뇌혈관， 말초혈관에 영향을 주어 심장병이나 중풍을 유발하기도 하므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건강을 

해친다 

트랜스지방산 

트랜스지방산은 자연적인 상태의 동물 고기나 우유，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즉 치즈나 햄 등에 함유되어 있으 

나， 전체 지방의 2~5% 정도로 소량이다 대부분의 트랜스지방산은 액상의 유지에 수소를 첨가하여 고체로 전환 

시키는 부분 경화과정 (parñalhydrogenaóon)에서 생성된다 대표적인 식품이 마가린과 쇼트닝으로 대부분의 패스 

트푸드， 과자， 뒤김류나 빵을 만드는데 이용이 된다- 트랜스 지방은 분자 구조는 불포화지방이지만 체내에서 마 

치 포화지방과 같은 대사과정을 거치며 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국립 과학원 (Naóonal Academy of Science)은 2002년 트랜스 지방은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아니며， 

어떠한 이득도 없으며，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특히 트랜스 지방은 HDL 콜 

레스테롤을 감소시켜， 관상동맥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WHO에서는 2003년 트랜스 지방의 섭 

취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다 

출처· 최경단(2007) , “트랜스 지방(σans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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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11 > 천연 식품 첨가물 종류 

유형 사용목적 

착색료 식품을 착색하여 색조를 조정함 

천연 첨가물의 예 

치자황색소，홍국색소 

감미료 식품에 감미를 줌 스테비오사이드 

증점안정제 식품에 매끄러운 느낌과 끈기를 주고 분리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킴 구아검 

산화방지제 유지 등의 산화를 방지하여 보존성을 좋게 함 

껍베이스 껍의 기본재료로서 사용 

착향료 식품에 향기부여 및 증강 

효소 식품제조가공공정에서 분해 등 제조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최종식품에 

서는실현화 

광택제 식품의 보호 및 표변에 팡택을 줌 

유화제 식품에 유화， 분산， 침투， 소포 등의 목적으로 사용 

제조용제 식품의 제조와 가공에 유용함 

아카시아검 

d-a 토코페롤 

천연검 

오렌지오일 

a-아밀라아제 

웰락，밀납 

레시틴 

활성탄 

*식품첨가물중에서 천연첨가물이라 함은 동물， 식물 등 생물자원을 소재로 하여 이를 추출한 다음 첨가물로서의 

유효성분을 분리， 정제하여 얻어진 것들이나， 발효법을 거쳐 얻어진 효소류 및 효소반응에 의 해 얻어지는 물질 

및 천연의 불용성 광물성 물질도 천연첨가불에 포함시키고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자료(2006) 

<Exhibit 12> 웰빙 제품과 프리미엄 제품 출시 현황 

오리온 롯데 해태 크라운 켈로그 농심 

2004 인더씨티 (W) 칩스웰 (W) 구운고구마(W) 비타풍(W) 

웰미 (W) 생고구마칩 (W) 

검 은깨하비 스트(W) 

야채크래커V6 (W) 

2005 곡물이야기 (W) 

2006 다이제(리뉴얼)(W) 오예스고구마(W) 

홈런볼(W) 

맛동산리뉴얼 (W) 

2007 이구동성 (W) 오데뜨(P) 줄리어스(P) 별따(P) 

프리모(P) 드림카카오(P) 블랙로즈(P) 먹자(P) 

뭐렌 (P) 웰카카오(P) 

다쿠아즈미 (P) 

* (W): 웰빙 제품. (P): 프리미엄 제품 

* 웰빙 제품과 프리미엄 제품의 분류 기준은 각 제품의 소개 자료를 기초로 함 
출처 오리온 관련기사 및 업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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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13> 닥터유 프로젝트와 닥터유 컬렉션의 브랜드 로고 

〈닥터유 프로젝트 브랜드 로고〉 〈닥터유 컬렉션 브랜드 로고〉 

출처 닥터유홈페이지 

(Exhibit 14> 오리온 연구소 조직 구조 

E1 
p 개발l팀 개발2팀 개발3팀 개발4팀 개발5팀 기초연구팀 연구기획팀 

담당업무 비스킷 파이 껍/캔디 스댁 초콜릿 기초연구 기획 및 조사 

*연구소장 산하에 5개의 개발팀과 기초연구팀， 연구기획팀을 두고 있으며， 비스킷， 파이， 껑/캔디， 초콜릿， 스댁 

등을 개발한다 기초연구팀은 KOLAS(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을 운영하면서 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에 필요한 평가업무와 기초연구 등을 수행하고， 연구기획팀은 제품의 중장기 전략을 기획하고， 

제품력 조사를 수행한다. 

출처 오리온 사업보고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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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15> 닥터유 프로젝트 와 닥터유 컬렉션 

.R&D (with Seoul University, Dr. Tae Woo, You) 

.Improving existing products healthier 

• launching 4 healthy Energy Bars 

• Adopting Green Package system 

(environment friendly - 뾰an oil) 

출처. 오리온내부 발표자료 

.얻뀔E훌훌랩톨. 20% 

톨輝ζ，←:I 때gh 
- 120Kcal, Chia Seed which i5 good for diet 

Bar (99 Kcal) 

- 100% organic rice base bar 

(Exhibit 16> 오리온 제과의 주요 원재료 원가 변화 추이 

(단위 원κg당) 

품목 2008.6 2007 2006 

유지류 국 내 1.382.00 1.079 .50 1.018.60 

-’r 입 1.69330 1516.90 1.533 )0 

1HIr7 。TTET3 국 내 4 195 20 3.65 1.90 3 691 20 

수 입 4.300 10 3.162 .30 2 557 90 

정백당 국 내 5954 613.1 6394 

-’r 입 

소맥분 국 내 729.8 492.1 441.9 

-까「‘ 。닙1 

출처 · 오리 온 반기보고서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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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17) 오리온 제과 제품 원가 비율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원， %) 

매입 
2008 2007 2006 2005 2004 

품목 
유형 매입액 비율 매입액 비율 매입액 비율 매입액 비율 매입액 비율 

과자 유지 6818 10 10899 9 11076 89 11088 89 12 279 10 

원재료 제당 3 986 5.8 7224 6 8.761 7 7 811 6 .3 8137 6.6 

제분 5990 8.8 7651 63 8065 65 7662 62 7100 5 8 

연님~* 조제품 6029 8.8 9081 7 5 8008 64 7.195 5.8 7042 57 

기타 26006 38 48996 406 48003 384 47 786 384 47905 39.2 

소계 48828 71.4 83.851 69.4 83 913 672 81542 65.6 82463 673 

과자 필름 6484 9.5 13 912 115 17.754 142 17555 14.1 17 189 14 

부재료 지류 4 .129 6 6220 5 1 6 .381 5 1 7.594 6 1 7659 6 .3 

기타 8.923 13 .1 16.891 14 16838 135 17.596 14.2 15.1 76 124 

소계 19536 28.6 37023 30.6 40.973 32.8 42.745 344 40 027 32.7 

합계 68 .364 100 120 874 100 124886 100 124287 100 122490 100 

출처 오리 온 사업 보고서 (2004~ 2008) 

<Exhibit 18) 제과 업체별 생산실적(비스킷， 초콜릿， 껍류， 기타) 

(단위: 톤， 백만원) 

오리온 롯데 해태 크라운 

'T그~ 금액 'T그~ 금액 수량 금액 'T‘그~ 금액 

2001 58254 352.201 189 .3 10 530.464 N/A N/A 27025 293 962 

2002 53 704 372.219 190457 556.206 N/A N/A 30 171 266463 

2003 55 743 383329 204.071 570.988 N/A N/A 31065 274408 

2004 55 173 384 380 213 887 592.263 N/A N/A 33.194 310 397 

2005 55 377 399 .3 37 215949 1080410 5.299 N/A 35.014 332455 

2006 55927 419241 200 887 1058004 5.177 N/A 32 274 318413 

2007 55927 417 257 206.652 1145.996 5.520 N/A 34.216 356 558 

20086 28 .106 243 617 100 886 616 735 3.303 N/A 22 .199 254 305 

출처 오리 온 사업 보고서 (2001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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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19> 오리온 제과 연구개발비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원， %) 

과목 2008.6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원재료비 545 1318 1185 731 705 757 520 848 

위탁용역비 100 233 97 7I 87 118 171 78 

기타 68 123 114 101 83 67 30 63 

연구개발비용계 713 1.674 1396 903 875 942 721 989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025 0 .3 1 0 .25 016 0 .17 018 013 020 

〔연구개발비용계÷ 

당기매출액 x 100J 

출처 ; 오리 온 사업 보고서 (2001 ~ 2008) 

(Exhibit 20> 오리온 제과 주요 제품 가격 변동 추이 

모
 
「푹

디
 

2008년 2007년 

m 
-댐

 
-

위
 

-
년
 

1
「
-
-
ζ
U

( 
-m 

초코파이 3200 

초코칩쿠키 1000 

19456 

20.520 

14.592 

14.364 

14.592 

14 .364 

출처 오리온 반기 보고서 (2008. 6) 

(Exhibit 21> 닥터유 프로젝트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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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22> 닥터유 컬렉션 제품군 

'"쩍협 :;;;퍼핵및노펠;;Lj ;;;;;;협편;;;;;;i h;핵펌펌 ;;;;;;;;책꽃 .. " .. 꽉"펠펠현'"파 
r._셔홍--꽉 정얄웰웰앓헬 j ;- 100% 순수 홍일로 :꽉: 성鋼號댔랬l웹흉떻짧r:냥f&많i 
i 것렐렸?셨.‘…피.“.쉰;쉰i.”.3쐐"1랬겼셨F 크캔뺀.겼브갯브컸건.“………"…"… •••••••• 꽉L펀붓현f초르혈현견것.끽컸~젠젠 .. 'ι •••••• 

(’ “………….“………….“…….“… ••• ~ (꽃4한획;。이l성%유까 /~까100% 순수흉밀 .꾀3 :rr.:.)고단액 care 밀 걱 f .• 仁’)“ 100% 순수국내 .j r-/다이어트 care; ; 

~ ; 식이섬유가 6%(λ니 : 짧짧꾀魔을 강홍경싫靜좋간 쉰 이천쌀을사용한믿 꽉 뿔로리의낮은 : 
: 흉 200g 6개 량)항 , , 식야성유 무기질 . , 석 (단액질 18.5찢)' ~ ~ 혔 있는 정흉 쌀 : : /필수영양 care: : 

: .r3곡:뽕밀 현미 팍 뽑캉옳잃초홀 : : .r다이어트 CXe i 5 /석이성유 3%: 때 꽉 爾훌훌;않뿔 : 
• ; 보리 쩌가지 곡물의 , , 릿 : 효코크렁이 아 꽉 쐐짧유care 식 펀 변얘 도웅이 되는 : : .r포만감 care: 식 

픔정 짧때 햄헬합 : a훌麗홀l 꽉 혈혔i햄 꽉 때찮 : 
~ ; 화흡수에도용을중 , , 이풍부한캐슈넷혀 , ' 부 ‘ , , 프로써A로만들어 , ' 이스，옥수수).그행 : : 핀 찮짧7選질。니 ; 효얘 노화에땅에 좋 쉰 앓럴훌훌빨리’ 핀 당쩍 - j ! 뼈리 149&함유 

". ~.- .. 。 ‘" 
:::::::::::::::~::... .::" •• :: ...... : •• ".::.:.: •• ::::.:….“ .. 仁?c.”r ‘”.;::간 .. ,“…… .. … •••• 피 • 

.. …….“…….“……‘“…… .. …… .. …… .. …… .. …… .. …… .. …'.、': r"“."…… .. … .. ’갖48해iOO'필힐(집&잖;파‘.“…….“…끼"걱.: :-‘ i : 
; 가격 ;: 1，200원 (96g) ;: 2400원 (168g) !! 700원 (27g) i! 1500원 (80g) i! 700원 (27g) 1 

·‘ .. i L------ ---------------- -j L.샤 
출처: 오리온홈페이지 

(Exhibit 23> 닥터유 광고 및 프로모션 

1. 의학 드라마 ‘뉴하트’ 의 주인종이 통장하여 건강과자 
라는것강조 

2 돼러뎌흘 흥한 재미와 흥며 유발 
3, ’유박사’ 라는 단어의 한복으로 유박사가 누구인지 풍 
긍항융 유말하고， 그것융 료웰드 l짜임과 연결시킬 

4. 칙첩 유박사올 보여후지 않고 포장쳐에 나라난 유박사 
의 형태를 창J!에셔 통장서켜 제풍 떠오르도록 유도 

(TV 광고〉 

484 

: 폭정 5 

: 1. 유태우 박사와 김양용 대표 사천 삽입하여 : 
성뢰성과 천푼생용 t.ll면화 셔컵 : 

: 2, 닥터유 프로찍트어f 촉한 체풍 소7ft ! 

〈인쇄 광고〉 



--

................................................................................................................ 
‘ ‘ ’‘ 
흐지 
-, 

L 닥터유 프로빽트에 대한 정보졸 푼당과 게임 
형식으로 전달하여 흥미를 유발함 

2. 닥터유 프로젝트 4란계의 진행 과정을 보여 
주에 오랴용의 체품이 어떤 이점이 있는자 강조 

-- --.‘ .•• ‘ .............. “'"' ......... , ............. ‘ .............. “ ..... ' ....... ' ....................... ‘·‘-

〈오리온 혁신 연구소 홈페이지〉 

r 특정 . 
L 블로그롤 흉한 닥터유 프로찍트 홍보 
2. 각종 이벤트와 정보 게시 

: 1. 닥터유흘 서식한 경험올 블로그에 후기로 을리도록 ; 

3.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룡로 
4. 블로그롤 흉한 닥터유의 긍정척 이미지 확싼 

: 하여 소비자등토 하생긍 구천 흥보 효과 이끌어 영 • 
: 2. 이멘트 당청자에계 닥터유 제풍융 상풍으로 제콩하여 : 
E 닥터유흘 계속 사용항 수 있도록 유도 

‘ ............................................................ "." 

〈옹라인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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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ε ;:0;1 , -0 : 

1. 강냥， 광화문， 역상， 종각 흥 회사원들이 많은 곳에서 : 
근우시간에 실시 

2. .닥터’ 라는 컨생에 맞계 의상도 의사와 간호사 의 
상용입고이앤트 싣시 

3. 대학가 근처에셔는 주요 악켓인 여성융 대상으로 여 : 
" 대에셔 길거리 우효시식 행사 " 

〈무료 시식 행사〉 

r 트지 .끼 
: -, 。

: 1. 자녀를 둔 부모흘 타켓으로 실시 : 
: 2. 아이들의 판성과 흥미를 유말하고， 선뢰감 i 
a 루는 과자라고 언식할수 었도록 함 : 

〈종이 모형 만들기 이 벤트〉 

(Exhibit 24) 닥터유 프로젝트 적용 제품 매출액 변화 추이 (2008년)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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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리온내부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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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보고서 

Synopsis 

국내 제과산업은 롯데제과를 선두로 해태 크라운제과와 오리온의 독과점 형태의 시장이다. 오 

리옹은 롯데제과에 이은 2인자로서 국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오랜 시간 유지해 왔 

다. 제과 산업은 꾸준한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며 오리온 역시 높은 

연구개발능력과 마케팅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 과자 유해성 

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제과 시장이 침체 위기에 처했고 이에 따른 생존 전략을 펼칠 수 밖에 

없었다. 제과 업계의 제품 개선 노력과 홍보 활동을 통해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지만 국내 소 

비자들의 제과 선택 기준은 기존의 맛에서 건강과 안전쪽으로 옮겨가고 있었으며 제과에 대한 불 

신기조가 팽배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리온은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기 위하여 닥터유 프로젝트라는 제품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고 그 결과 국내 소 

비자들의 불신 해소를 통한 매출 성장 및 향후 경쟁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게 된다. 이제 오리온의 

고민은 valuechain 전 과정에의 친환경 프로세스 도입과 닥터유 프로젝트의 해외 진출을 통한 성장 

전략이다. 

Teaching Point 

먹거리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되던 고질적인 문제이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해 

당 업체들은 큰 위기를 겪어 왔다. 이 사례는 기업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과， 생존을 넘어 지속적 

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다루고 있다. 학생들은 이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기업이 생존과 성장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채택하고 실행에 옮기는가는 배울 수 있다. 특히 제과산업의 특징인 연구개발 능력 

과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지향적인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학습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오리옹이 과자 유해성 논란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닥터유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이 

유에 대하여 시장 변화의 관점에서 논의하시오. 

2, 닥터유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3 닥터유가 고려중인 향후 전략의 구체적 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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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gnment Question 

1. 오리온이 과자 유해성 논란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닥터유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제과 산업의 변화의 관점에서 논의하시오. 

1-1. 제과 산업의 환경 변화 
제과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 산업으로써 진입장벽이 높다. 또한 국내 제과 산업은 시장 성숙기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제과 산업의 메이저 3사인 롯데， 크라운 해태， 오리온은 포화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타사의 소비자를 빼앗아 오기 위한 치열한 경쟁 

을 하고 있었다. 더불어 대형 유통마트의 등장과 수입 브랜드의 등장은 이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다 

기존 제과 시장의 소비자들은 과자의 맛을 가장 중요한 구매 고려 요인으로 생각하였고 대표적 

인 포화시장인 제과 산업에서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다. 제과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인공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왔는데 10여 년 전부터 인공식품첨가물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사 

용이 금지되어 왔으나 국내 제과 업체는 싼 원가에 소비자 입맛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인공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2006년 3월 언론을 통해 고발되면서 제과 산업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과자 유해성 논란 이후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기준이 변화하였는데. 바로 

‘건강과 안전， 영양’ 등 과자의 기본적인 식품으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기존 시 

장의 소비자들은 과자의 맛을 가장 중요한 구매 고려 요인으로 삼았지만 변화된 시장 환경 아래의 

소비자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맛이 좋고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제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1-2 새로운 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제과 업계의 대응 
오리온을 포함한 제과 업계는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 대처방안을 선택하였 

다. TV 보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과 방송 보도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식약청에 
사실 확인 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방송 보도 내용을 전면 

시인하고 방송에 보도된 유해성 논란 제품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며 개별적인 행보를 보인다. 그러 

나 메이저 3사의 대응 방식은 상당히 유사했다. 

〈표 1) 과자 시장의 KSF(Key Success Factor)의 변화 

기존시장의 KSF 

맛 

변화된 시장의 KSF 

맛 

건강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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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가 된 식품첨가물을 공정에서 제거 

제과 업계는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식품첨가물을 일제히 제거하고 몸에 해롭지 않은 원재료를 

활용한 제품을 선보였다. 기존에 시행하던 트랜스지방 제로화를 전 제품군으로 확대하고 식품연구 

소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원재료를 선정하였다. 또한 웰빙 제품 컨셉의 과자들을 다수 출 

시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 웰빙 신제품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의 과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 노력 

또한 제과 업계는 새롭게 출시되거나 리뉴얼된 제품들에 대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였 

다. 오리온의 경우 마케팅 비용을 전년대비 30% 가까이 늘리며 과자 유해성 논란에 따른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3. 대응 이후 전략 
제과 업계의 공동 및 개별 대응의 결과 2006년 및 2007년의 제과 시장은 정상을 되찾았다. 과자 

유해성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2006년 당시 제기되었던 식품첨가물 논란 

에서는 비교적 소비자 불신을 덜어내었다. 그러나 여전히 과자는 소비자의 몸에 좋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폼을 생각한 소비자 지향적은 사고를 통해 제품이 연구 개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만을 바꾼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리온은 소비자 지향적으로 제 

품을 연구 개발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수통적인 제품 개선이 아닌 능동적인 제품 혁신을 통해 잠재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시 

장 선두를 탈환 할 수 있는 전략을 고심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 능동적인 건강 지향형 과자 개발 프로세스 확립을 목적으로 닥터유 프로젝 

트를 진행하게 된다. 새로운 제품 혁신 프로젝트는 능동적인 제품 혁신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 

는 유해성 논란에 대비함은 물론 이와 같은 과정을 업계 최초로 시행함으로 인해 “안전”과 “건강” 

이라는 이미지를 선점하여 시장 선두를 탈환하기 위함이었다. 

2. 닥터유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 그리고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2.1. 외부 연구 기관과의 공동 추진 체계 

닥터유 프로젝트는 서울대학교 의학박사인 유태우 박사 산하의 국민건강팀과 공동 추진체계로 

출발하였다. 이는 국민건강팀의 식품 영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오리온의 상품화 능력이 결합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1). 

두 주체간의 결합은 오리온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오리온에게 부족한 식품 영양학적 지식을 습 

득， 활용하고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국민건강팀에게는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 

를 통해 가공식품의 영양학적 가능성을 평가， 개발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오리온이 국민건강팀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살펴보변 경쟁업체들보다 늦게 제의를 받았음에도 가장 먼저 이 프로젝 

492 



국민건강팀 

식품지식 

〈그림 1) Dr.You 프로젝트 추진체계 

탤건빼고 
더할건 더하고 

한국형 
영양밸런스 

〈그림 2) 닥터유 프로젝트 세부 추진 과정 3단계 

오리온 

상품화능력 

그린패커지 

트를 시행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이 앞으로의 시장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대 

한 대비를 하는 것이 경쟁사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오 

리온이 국민건강팀과 프로젝트를 공동을 추진하게 된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닌 앞선 경영 

전략을 세우고 준비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2. 세부추진 과정 

닥터유 프로젝트는 제품 혁신 프로젝트로서 〈그림 2)와 같이 세 단계로 진행되었고 브랜드화 과 

정에서는 닥터유 콜렉션과 닥터유 프로젝트 두 가지 방향으로 공동 진행되었다. 

제품혁신 프로젝트 

제과 산업은 대단위 시설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설비를 교체하는데 막대한 비용 지출 

이 필요하다. 연간 55 ， 000톤을 생산하는 설비를 일제히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과자 유해성 논란 이후 모든 제과 업체들이 생산 공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소극적인 제품 개선과 홍보비 지출을 통해서만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과자 유해성 논 

란 직후 오리온을 비롯한 메이저 제과 업계의 대응 과정은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관한 소극적인 제 

품 개선과 웰빙 혹은 프리미엄 제품 출시 등으로 요약된다. 생산에 관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웰 

빙， 프리미엄 컨셉의 신제품을 출시한 후 안전하다는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타개해 나가려 

고 노력한 것이다. 이 사실은 2006년 각 업체들의 마케팅 비용 증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후 오리온만은 다른 방식을 취했다 이 기존의 방식대로 표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 

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마케팅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생산 설비와 공 

정을 교체한 것은 경영전략상의 시사점을 가진다. 

제품 혁신 과정에서 오리온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기존 제과 시장의 KSF 인 맛을 해치지 않 

는 것이었다. 과자는 기호성 식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매출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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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업의 자원， 역 량과 경쟁우위의 관계(Robert M. Gr와lt. Contemporary Sσategy Analysis, 1991) 

지 않는다. 건강과 같은 새로운 기준이 소비자들의 제과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더라도 맛은 절대적 

으로 유지해야만 했다. 그러나 다른 구매 기준과는 달리 맛이라는 것은 매우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기존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익숙한 맛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신제품의 경우에는 어떤 

맛이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지 알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오리온의 경우는 새로운 재 

료와 공법을 적용한 제과 제품 개발을 위해 수백차례의 관능평가를 연구 개발과정의 중요한 한 과 

정으로자리잡게 하였다. 

오리온의 제품 혁신 과정은 시장의 변화된 KSF인 건강과 안전 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원 구축이 

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Robert M. Grant는 기업이 경쟁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산업군의 

KSF와 조직의 역량(Or맹nizational Capab패않)을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조직의 역량은 유 

형 , 무형 , 인적 자원의 구축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오리온은 공장 설비의 교체 , 새로 

운 기술의 개발， 연구소 직원들의 역량 증가를 통해 유형， 무형， 인적 자원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KSF를 만족시킬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빠 

르게 변화하는 경쟁 환경에서 오리온만의 경쟁우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닥터유브랜드화과정 

닥터유는 제품 혁신 과정 뿐만 아니라 브랜드화 과정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가진다. 닥 

터유 프로젝트는 그 목적이 전 제품의 혁신에 있었으므로 닥터유 프로젝트를 거쳐 생산되거나 리 

뉴얼된 제품에는 닥터유 프로젝트 로고를 부착하였다. 안전한 제품을 선별하여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믿을만한 제품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일종의 인증 브랜드를 도입한 것이다. 

오리온 김정효 사장의 발언처럼 제과 업계는 이전 위기에서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였기 때문에 

494 



만약 제2의 과자 유해성 문제가 다시 제기 된다면 제과 시장의 침체가 예상되었다 이 것은 과자 

유해성 논란 당시 소비자들이 제과 업체들이 제조한 가공식품 대신 집에서 만드는 친환경적인 제 

과나 빵， 벽 등 대체제로의 소비를 늘린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제과 산업은 대체제의 위협이 강 

한 산업은 아니지만 다른 식품군으로 소비가 쉽게 이전될 수 있으며 소비의 주 고객층인 어린이들 

의 간식 선정에 부모가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비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 상 

황이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제과의 유해성 논란을 해결하여 제과를 가공식품이 아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으로 포지셔닝하는 작업이 요구되었다. 닥터유 프로젝트의 인증 브랜드화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믿을 수 있는 식품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오리온은 국민건강팀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마케팅적으로 활용하였다. 프로젝 

트와 신제품의 네이밍을 Dr. You라 명명함에 따라 전문 연구 개발팀과의 공동 연구를 드러내어 제 

품에 대한 신뢰를 섬었고 You라는 대명사를 사용해 소비자 지향적인 제품을 개발하였다는 것을 강 

조하려 하였다. 이는 닥터유의 홍보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시 인기를 끌고 있었던 의학 드라마 

의 주연을 등장시킨 TVCF를 활용하여 “당신을 위한 건강 주치의” 라는 홍보 문구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였고 국민건강팀의 유태우 박사를 직접 등장시킨 인쇄 매체 광고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2.3. 문제점과 해결 방안 
사례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닥터유 프로젝트의 

기준 만족이다. 제품 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정은 맛과 색 등 상품성을 유지하면서도 원재료의 교 

체， 제조 방법의 변화 등을 통해 닥터유 프로젝트의 네 가지 기준(몽에 좋은 재료， 한국형 영양밸 

런스， 건강한 제조 방법， 패키지의 친환경화)를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이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국 

민건강팀과의 공동연구가 진행되었고 300~5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많은 관능평가를 거치며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맛을 찾아갔다. 

두 번째 문제는 원재료 교체로 인한 원가 상승 문제였다. 오리옹은 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문제를 두 가지 방안을 통해 해결하려 하였다 우선 원가가 상승분을 만회하기 위하여 

Clean&Green이라는 일종의 낭비제거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줄어든 마진을 기업 고유활동의 절 

약 캠페인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또 다른 전략은 고가 전략이었다. 닥터유 프로젝트 인증을 

받은 제품은 건강과 영양， 안전에 대한 보증을 받은 제품들로서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친환경적인 패키지와 광고전략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급 과자로서 포지셔닝이 가 

능하였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를 만회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문제는 닥터유 프로젝트의 핵심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닥터 

유 프로젝트 기준에 맞춘 제품이라 할지라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방법은 패키지 디자인의 닥터 

유 프로젝트 로고 뿐이었다. 따라서 이 로고 하나만으로 닥터유 제품이 몸에 좋은 식품이라는 것이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의문이었다. 오리온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닥터유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닥 

터유 컬렉션이라는 5종의 제품을 선보이게 된다. 선물세트로 제작하기도 한 닥터유 컬렉션을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한 과자를 알림과 동시에 닥터유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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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사점 

닥터유 프로젝트의 시사점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의 구축과정에 있다. 과 

자 유해성 논란으로 인한 시장의 위기 상황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고려 요인이 변화하였고 대체제 

로의 소비자 이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리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필요로 하였다 이 과 

정에서 맛과 건강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제품의 속성 

이 아닌 시장의 KSF를 만족시켜야 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닥터유 프로젝트에서도 이 과정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요소 중 맛에 관련된 부분은 매우 상대적인 것으로 

소비자의 평가가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관능평가를 통해 맛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 

며 제품 혁신 과정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소비자 지향적 제품 혁신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 닥터유의 브랜드화 과정은 다른 차원에서의 시사점을 지닌다. 제품의 혁신만으로는 기업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어렵다. 오리온은 제품 혁신 프로젝트를 브랜드화 하고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통합 브랜드 전략을 선택한다. 오리온의 이러한 노력은 소 

비자지향적인 혁신 과정으로써 과자유해성 논란이 쉬운제조과정만을위한제조법으로 인해 나 

타난 현상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동일한 논란의 재발 방지 및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점이라 

는데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3. 오리온이 고려중인 향후 전략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오리온은 닥터유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크게 2가자 관점에서 향후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첫 번 

째는 제품 생산에서 폐기까지 Value Chain 전 과정에서의 친환경화 전략이고， 두 번째는 글로벌 진 

출 전략이다. 두 가지 모두 오리옹에게는 많은 고민을 던져주는 이슈들이다. 원가에 큰 영향을 받 

는 제과 업계의 특성 상 투자 확대와 같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원가의 상승을 견뎌내기 힘들기 때 

문이다. 그러나 Product Life Cycle상 시장 성숙기에 들어선 제과업계에서 오리온이 지속적으로 성 

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오리온은 시장 2위 기업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과업체들， 특히 시장 1위 기업인 롯데제과와는 차별화된 전략을 펼쳐야 
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전략은 Phillips 외(1983 )의 연구모형에서 볼 때 복합적 

으로작용할수있다. 

〈그림 4) PhiIlips 외 (1983)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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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Chain 전 과정에서의 친환경화를 통한 경쟁사와의 차별화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 

려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경쟁사 대비 품질이 높은 

기업은 이를 토대로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쉬 

워지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면 장기적인 원가는 절감되며 원가의 절감은 곧 수익성 

의 확보로 이어진다. 이는 특히 글로벌 경쟁에서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는 

경쟁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원재료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과업계에서는 곡물값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 

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3.1. value chain 전 과정에서의 친환경화 

지금 닥터유 프로젝트는 안전한 과자를 넘어서 몸에 좋은 과자라는 단계까지 와 있지만 앞으로 

는 이를 넘어서는 단계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원재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지， 제당， 제 

분과 같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성분의 첨가 및 제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주원료의 재 

배과정 까지 친환경적이지 않고서는 몸에 좋은 과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 소비자의 건 

강을 생각하는 과자를 만들고자 한다면 주원료의 재배 과정에서부터 유기농 농법으로 재배하는 것 

은 물론， 가능하다면 유통과 물류 같은 부분까지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이는 경영자에게 있어 중대한 결단의 기로가 될 것이다. 제조업 중에서도 원가의 영향을 많이 받 

는 산업이니만큼 유기농으로 재배한 원료를 쓴다면 이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원가의 부담 

이 크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소비자는 더 이상 

먹거리에 관해서 불안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연이은 먹거리 파동으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 유기 

농 먹거리에 대해 언제든지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있다. 따라서 제과업체들도 앞으로는 자사의 제 

품이 과자라는 틀에서 벗어나 먹거리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여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제품 이외 유통과 물류 같은 부분에서의 친환경화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 

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에 대해 가치를 느끼고 가격을 지불할 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경영자 입장에서는 기대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리스크가 큰 부분에 투자를 하기가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수익성에 급급하기 보다는 위의 Phillps의 이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통과 물류 같은 부분을 포함한 value chain 전 과정을 친환경화 하는 것이 옳 

은 방향일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마케팅 관점에서의 차별화 포얀트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무엇 

보다도 기업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value chain 전 과정의 친환경화가 이루어져야만 진정 

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유기농 식품들， 즉 비가공 식품들과의 경쟁과도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유기농 

관련 산업군의 비중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며， 기존 제과류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비가공 

식품들과의 경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피할 수 없는 경쟁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 

리온은 미리 이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놓아야만 한다. 

3.2. 탁터유 프로젝트의 글로벌 진출 

본문의 산업 특성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제과 시장은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산업군에 속하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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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산업의 총규모가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리 

온은 닥터유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과 시장에서 벗어나 식사 대용품 시장으로의 확장을 꾀했다. 현 

재 닥터유 출시 이후 반년간의 매출액 추이를 지켜보면 분명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 

를 보이고는 있으나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신제품 효과도 분명이 고 

려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이며， 제과 시장은 특히 모방 전략이 쉬운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사의 적 

극적인 대응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오리온은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01년 미국 시 

장 진출을 계획하면서 해외시장으로의 확장을 꾀했지만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해외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확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 시장 중에서도 특히 중국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산엽의 발전에 

따라 제과 산업 역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문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초코 파이의 성 

공에 따라 한국제품， 특히 오리옹에 대한 이미지도 좋은 편이다. 또한 최근 종이 만두， 새우깡의 

쥐머리 파동에 이르기까지 먹거리에 대한 불안도가 높아진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 

리에 대한 욕구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닥터유는 안전한 식품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몸에 좋 

은 식품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초코파이를 

통해 쌓은 세일즈 노하우와 유통망을 활용한다면 더욱 쉽게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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