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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의 도전, '한국판 킨들' 만든다   2012.09.14 전자신문 

 

교보문고(대표 김성룡)가 핚국판 `킨든`을 직젆 맂듞다. 하드웨어 업체와 협력하는 모델이 아닊 교보문고 

독자 브랚드를 가짂 젂자챀 단말기라는 승부수를 던짂다.  

 

교보문고는 ‚아맀졲의 `킨든`, 반스앢드노블의 `누크`처런 교보문고의 독자 브랚드를 가짂 젂자챀 단말기를 

맂드는 데 착수했다‛며 ‚독자를 상대로 이름 공모를 시작했다‛고 13읷 밝혔다.  

 

젂자챀 시장 규모가 젅젅 커져 젂자챀 단말기로 시장 생탖계를 구축하는 데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핚국젂자춗판협회에 따르면 올해 젂자챀 단행본 시장 규모는 약 80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00억원보다 60%가량 성장핚 수치다. 협회는 내년에 1000억원이 넘을 겂으로 젂망했다.  

 

교보문고가 맂드는 단말기는 `터치스크린` 기능이 든어갂 흑백 젂자잉크 디스플레이를 쓴다. 흰색에서 

검정색까지 16단계로 색상을 표혂 가능핚 16그레이 스케읷 디스플레이를 쓴다. 기졲 8그레이 젂자챀에 

비해 해상도가 약 63% 높다. 와이파이도 지원핚다.  이 회사 젂략의 핵심은 방대핚 콘텎츠다. 준비핚 

젂자챀 콘텎츠는 12맂종에 이른다. 서비스 중읶 콘텎츠맂 8맂종으로 국내 최대를 자랑핚다.  교보문고가 

단말기 사업에 독자적으로 뛰어1든면서 기졲 젂자챀 단말기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젂망이다. 최귺 핚국 

이퍼브가 예스24를 비롮핚 6개 대형 서젅과 손잡고 내놓은 젂자챀 단말기 `크레맀터치`가 나왔다. 

크레맀터치는 예약판매 4000대를 돈파하며 젂자챀 시장에 홗기를 불어넣었다. 업계 곾계자는 ‚젂자챀 

단말기의 장젅은 충성고객을 맂드는 데 있다‛며 ‚단말기를 구매핚 소비자든은 콘텎츠 잧구매윣이 높고 이는 

매춗 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교보문고 ‚고민 끝, 12월 e북 단말기 출시‛ 2012.09.12 블로터닷넷 

 

‘젂자챀 사업을 계속 해야 핛까, 젆어야 핛까.’ 교보문고가 최귺 고민에 빜졌던 질문이다. 결국 ‘하자’라고 

결롞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e 북’ 사업을 지속하고 올해 젂자챀 젂용 단말기를 내놓자는 계획을 세웠다. 

교보문고가 결롞을 내기까지는 쉽짂 안앗던 눆치다. 교보문고는 젂자챀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핛 지, 젂자챀 단말기를 또 춗시핛지를 두고 다음소프트와 시장 조사를 짂행했다. 앆병혂 교보문고 

디지턳사업단 디지턳컨텎츠사업욲영틴 틴장은 ‛‘정말 투자해, 말아?’띾 질문이 있었다‛라고 소셜붂석을 시작핚  

배경을 설명했다. 

 

두 회사는 2009 년 5 월 1 읷부터 2012 년 4 월 30 읷 사이에 ‘젂자챀’과 곾렦핚 얘기가 나온 블로그와 

트위터를 비롮핚 핚국어 웹문서 82 맂걲을 추려 온라읶에서 챀과 독서, 젂자챀에 곾핚 얘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폈다. 

 

‚‘인는다’라는 행위의 대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온라읶에서 ‘챀을 인다’라는 얘긴 사짂을 찍거나 영화를 보고, 

여행을 가는 겂보단 붂명 줄고 있습니다. 그럮데 이걲 ‘챀’에 핚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실제로 ‘인는다’라는 걲 

챀뿐 아니라 다양핚 콘텎츠에도 해당하니까요. 이를테면 포스팅, 댓글, 블로그, 후기, 리뷰 등 읶터넷상 인을  

거리도 있습니다.‛ 

 

이미 독자든이 온라읶과 디지턳 홖경에 익숙하단 뜻으로 풀이핛 수 있는 대목이다. 챀을 손에 든지 안는다 

뿐이지 인을 거리는 주위에 널렸다. 온라읶 기사, 블로그, 온라읶 백과사젂, 저작권 보호기갂이 맂료된  

소설을 비롮핚 문학 작품 등 모니터 또는 스크린으로 인을 거리는 평생이 걸려도 인지 못핛 맂큼 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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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란든은 디지턳 홖경에 맞는 젂자챀은 어떻게 생각핛까. 흥미롭게도 ‘젂자챀’이띾 단어엒 호감을 

느끼지 안는 겂으로 나타났다. 앆병혂 틴장은 ‚사란든은 e 북을 얘기핛 때와 젂자챀을 얘기하는 모습이  

달랐다‛라고 말했다. 

 

‚젂자챀은 어둡고, 무겁고, 어려욲 이미지가 있지맂, e 북에 곾해서는 조금 더 감성적이고 산뜻하게 느끼는 걸 

앉 수 있었습니다.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주는 거지요. 젂자챀은 기계쪽, e 북은 음악이나 커피쪽에  

더 가깝게 있는 걸 봤어요.‛ 

 

젂자챀이듞, e 북이듞 의미는 같은데 어떤 단어를 쓰는지가 그렇게 중요핛까. 교보문고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읷단, 광고와 맀케팅을 벌이는 데 쓸 용어를 정하고 선젅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읷단 e 북에 곾핚 

경험이 잘 앉려지지 안앗고, 앉리는 작업도 그동앆 소혻했습니다. 이걲 교보문고뿐 아니라, 국내 젂자챀 업체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고객이 쉽게 이해하는 차원으로 맀케팅하는 작업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학술적 또는 기술적으로 ‘젂자챀’이띾 단어를 써야 옳으냐, ‘e 북’이 옳으냐는 중요하지 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중요핚 걲 사란든 대다수가 어떻게 받아든이는지다. 다음소프트가 그린 감성지형도를 보면 

‘e 북’이라고 불렀을 때, 사란든은 ‘젂자챀’보다 더 대중적이고 감성적으로 받아든였다. 

 



 
 

교보문고는 국내에 젂자챀 단말기가 등장하길 바라는 기대도 감지했다.‛흥미롭게도 아이폮과 아이패드가 

있는 이용자가 젂자챀 단말기도 샀어요. 용도에 맞게 기기를 나눠 쓰는 거지요.‛ 그리고 사란든은 아맀졲 

킨든과 같은 젂자챀 단말기를 원핚다고 덧붙였다. 젂자챀 단말기 시장은 국내에 여젂히 열렸단 얘기도 된다. 

그럮데 젂자챀 사업을 2006 년부터 벌였는데 여젂히 고민이었다니. 사실 젂자챀은 교보문고 젂체 매춗에서 

1~2% 겨우 차지핚다. 교보문고 스스로 ‘미미핚 수준’이라고 부를 정도다. 교보문고가 젂자챀 사업을 계속 

하려는 이유는 무엇읷까. 

 

‘챀으로 돆 번다’라는 목표를 젂면에 내세우지 안지맂, 시장을 겨우 따라잡는 이미지는 반갑지 안다고 앆병혂 

틴장은 말했다. ‛교보문고는 춗범했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안앗어요. 읷종의 기업 이념으로 사업을 

지속해온 거지요. 그럮데 지속하려면 변화에 대응하는 겂도 필요합니다. 과거 (챀 유통이) 온라읶으로 옮아간  

때 경험이 있어, 디지턳에서는 조금 더 싞속하게 대응하잒 생각도 있습니다.‛ 

 

종이챀에서 젂자챀으로 변화하는 흐름에서 뒤처지지 안겠다는 얘기다. 모닝 365 와 예스 24, 앉라딘과 같은 

싞생 온라읶 업체에 시장을  내어준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지 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교보문고가 젂자챀 사업에 대핚 자싞감을 키우고, 맞는 길을 갂다는 확싞을 언고자 짂행된 셈이다. 젂자챀과 

e 북에 대핚 읶식, 젂자챀 단말기를 기다리는 사란든이 있다는 맀케팅에 홗용될 자료를 언은 걲 덤이다. 

올해 교보문고는 소셜붂석 젂문업체와 시장을 조사하는 겂 외에 세욲  계획이 몇  가지 더 있다. 바로 

맀케팅과 광고 강화와 새 젂자챀 단말기 연내 춗시다.  앆병혂 틴장은 ‚사란든의 기대를 충족하는 터치 

기반의 젂자챀 단말기를 올 12 월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귺 국내에 춗시된 젂자챀 단말기로는 지난해 교보문고와 퀄컴이 내놓은 ‘교보 e 리더’와 아이리버와  

같이 춗시핚 ‘스토리 K’와 ‘스토리 K HD’, 핚국이퍼브가 2012 년 9 월에 내놓은 ‘크레맀’가 있다.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 왕좌 차지…MS IE 제치고 33% 점유   2012.09.14 전자신문 

 

PC용 웹 브라우저 경쟁에서 구글 `크롬`이 완승을 거두고 있다. 지난 5월 맀이크로소프트(MS)의 

읶터넷익스플로러(IE)를 제치고 세계 시장 젅유윣 1위를 차지핚 이후 계속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 춗시된 이후 4년 맂에 젅유윣 33%를 넘어서면서 왕좌를 차지핚 겂이다. 업계 젂문가든은 

평균 핚 달 반 주기로 새로욲 버젂을 내놓는 빜른 업데이트를 읶기 비결로 꼽앗다. 니혺게이자이는 미국 

IT곾렦 조사 사이트 스타트카욲터(StartCounter) 조사 자료를 읶용해 구글의 브라우저 `크롬`이 PC용 

웹브라우저 시장 1위를 차지했다고 13읷 보도했다.  

 

크롬이 MS의 IE를 제칚 겂은 지난 5월. 당시 크롬의 시장 젅유윣은 32.9%였으며 3개월이 지난 8월에는 

0.7%포읶트 상승핚 33.6%로 올라서면서 선두 자리를 굯혔다. 스타트카욲터에 따르면 크롬의 세계 시장 

젅유윣은 지난해 8월부터 1년갂 10%포읶트가량이 상승핚 반면 IE는 비슷핚 비윣맂큼 하락했다. 최귺 1년 

사이에 완젂히 역젂된 겂이다. 니혺게이자이는 모바읷 시장 확산과 밀젆핚 곾계가 있다고 붂석했다. 크롬이 

PC와 스맀트폮 등 다양핚 단말기에서 동읷핚 사용자 홖경을 제공핚 겂이 읶기 비결이다. 특히, PC와 같이 

모바읷에서도 거의 동읷하게 웹사이트를 볼 수 있으며 등록된 즋겨찾기도 그대로 쓸 수 있다. 구글 이용자 

정보읶 `구글 계정`을 사용해 각 단말기에서 로그읶과 작업을 공유핛 수 있다.  

 

`HTML5`를 적극적으로 도입핚 겂도 영향을 미쳤다. 구글은 지난 6월 열린 연렺행사에서 HTML5 기술로 PC 

카메라에서 가져온 영상을 브라우저에서 실시갂으로 보거나 원격지에 있는 악기를 브라우저로 조작해 

연주하는 장면을 연춗했다. 선두자리를 빼앖긴 MS도 반격에 나선다. 오는 10월 정식 발매될 예정읶 새로욲 

욲용체계(OS) `윈도8`에 맞춰 IE를 새롭게 구성핚다. 윈도8용 IE에서는 스맀트패드에서도 쉽게 사용핛 수 

있도록 사용자 홖경을 개선하고 동작 속도도 크게 높읷 방침이다.  

 

하지맂 구글은 여젂히 빜른 업데이트로 MS의 추격에 대응하고 있어 선두 자리가 뒤바뀌기는 쉽지 안을 

젂망이다. 구글은 MS보다 핚발 앞서 이달 중에 최싞판읶 `크롬 22`를 선보읶다. 올해 든어 5번째 업데이트 

버젂이다. 크롬22는 3차원 게임을 핛 때 맀우스 포읶터를 화면에서 보이지 안도록 하는 `포읶터 잠금` 

기능을 브라우저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읷 예정이다. 이외에도 처리 속도를 높이고 보앆 기능도 개선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4 년, 코스피 40% 올랐지만…외풍에 툭하면 `출렁`  2012.09/14 한국경제 

 

한국증시 어떻게 변했나 

 

15 읷은  미국  리먺브러더스가  파산을  싞청핚  지  맂  4 년이  되는  날이다.  이른바  ‘리먺  사탖’를  계기 

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 글로벌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국내 증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맂 

코스피지수는 4 년 젂에 비해 40% 넘게 오르며 다른 국가 증시 상승률을 뛰어넘었다. 삼성젂자와 혂대차를 

비롮해 핚국 대기업든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된 덕붂이다. 하지맂 외국읶의 증시 영향력 상승으로 단기  

변동성이 커짂 젅과 수춗 및 내수업종 갂 양극화는 해결해야 핛 숙제로 지적된다.  

 

 

◆코스피지수 상승률 세계 최고 수준 
13 읷 코스피지수는 1950.69 에 맀감됐다. 리먺브러더스 파산 직후 거래읷읶 2008 년 9 월 16 읷 

(1387.75)에 비해선 40.56% 올랐다. 코스피지수 상승률은 미국 S&P500(20.44%) 다우(22.13%) 등 

선짂 증시와 홍콩 항셍(9.71%)보다 월등히 높다. 코스피지수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읶 주요국 증시는 미국  

나스닥(42.86%)이 유읷했다. 코스닥도 같은 기갂 21.24% 올랐다.  

 

핚국 증시의 높은 상승률은 삼성젂자 혂대차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춖 대기업든이 빜르게 시장 젅유윣을 

높여갂 덕붂으로 풀이된다. 이든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수도 핚 단계 레벨업됐다.  

 

◆삼성 현대차그룹 시가총액 급증 
삼성그룹 소속 16 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2008 년 9 월 16 읷 128 조 8775 억원에서 270 조 3761 억 

원(13 읷 기준)으로 109.79% 늘었다. 혂대차그룹 소속 9 개 상장사 시가총액(139 조 8233 억원)도  

239.21% 급증했다.  

 

개별 기업별로는 삼성젂자 시가총액이 77 조 3321 억원에서 191 조 6364 억원(13 읷 기준)으로 147.81% 

급증했다. 혂대자동차 시가총액도 51 조 6548 억원까지 상승하며 257.58% 

늘었다. 기아차(611.11%)혂대하이스코(390%) 혂대모비스(300.49%) LG 화학(226.40%) 등도 시가총액이 

200% 넘게 커지며 코스피지수의 강세를 이끌었다.  

 

◆외국인 비중 늘고 단기 변동성은 커져 
핚국  우량주든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핚국 증시에 대핚 외국읶의 

곾심도  커졌다 .  리먺브러더스  파산 

직 후 읶  2 0 0 8 년  9 월 1 6 읷 

30.31%였던 외국읶 비중은 12 읷 혂잧 

34.26%로 높아졌다.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외국읶의 매매 패턲과 코스피지수 

등락의 연곾성을 나타내는 상곾계수도 

리 먺 브 러 더 스  파 산  직 후  

0.23 을 기록했지맂 12 읷 0.76 으로 

커졌다.  

 

단기  변동성도  심화됐다 .  혂대증권에 

따르면 2004 년부터 리먺브러더스 파산 이젂까지 코스피지수가 2 개월 앆에 10% 이상 빜짂 횟수는 

6 번이었지맂  2008 년  9 월 이후엒 8 번으로 늘었다. 오성짂 혂대증권리서치  센터장은 ‚리먺  파산 

이후 단기적읶 성격의 유럱 헤지펀드 자금이 맃이 든어오다 보니 핚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 다 ‛ 고  평 가 했 다 .  2 0 1 0 년  이 후 엒  부 짂 핚  내 수 주 와  잘 나 가 는  수 춗 주 의  차 별 화 도  

심화됐다. 

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CL_hankyung2_web_10&host=www.hbjcapital.co.kr&affiliate_id=hankyung2_web&type=_kl&where=text&keyword=%B1%DD%C0%B6%C0%A7%B1%E2&url=http%3A%2F%2Frc.asia.srv.overture.com%2Fd%2Fsr%2F%3Fxargs%3D20AelvGRTHNixcJXMhzo-wUvMNOPEO4aH1j1mKJhV3dHD81MlpNLoc3SsWMKL1ts_mGpm5fRkt1uolX_yUZ17WQI_9uoGC01afRuXzwOfcPcRMWK63ibPTJwYR2Emp4XppfCK0h3fCftHQxp8yAny23IofRlOh6Z2Op4m09kp-EztyEcNkCMp7qAeywJ7Zgek6ReCK0U8X0SiGwTmpzPDW3aKeMMXwSUhgtEIsE-VIM7BYnN6k0TNtqyeSHHsozOPIiA.000000006c6ffa1d


제임스 인텔 부사장 "HTML5 가 모바일 OS 의 미래"  2012.09.14 한국경제 

 

‚플랫폼이나 기기간 장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HTML5’는 앞으로 모바일 생태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개방형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샊프띾시스코에서 열린 읶텏 개발자포런(IDF) 둘째날읶 12 읷(혂지시갂) 르네 제임스 

읶텏 소프트웨어 총곿 부사장은 ‚모바읷 기기부터 TV 까지 모듞 디지턳 기기를 하나로 연결핛 수 있는 

HTML5 가 해답‛이라며 이처런 말했다. 그는 ‚이 시대 사란든은 하드웨어의 구조에 곾심이 있기보단 단숚히 

기기를 이용해 ‘어떻게 읷을 효윣적으로 맀칠 겂읶가’에 곾해서 더 곾심이 있다‛며 ‚삼성젂자의 갤럭시  

스맀트폮에서 아이패드용 앱을 사용하길 원하고 있는 겂이다‛라고 덧붙였다. 

 

HTML(하이퍼텍스트생성얶어)5 는 호홖이 가능핚 차세대 표준 읶터넷 규격 플랫폼이다. HTML5 방식으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앆드로이드 욲영체제(OS), iOS 등 OS 에 상곾없이 구동이 

가능핚 ‘먻티 플랫폼’ 형식이다. 읶텏은 지난해 9 월 삼성과 합동해 차세대 웹표준읶 HTML5 를 기반으로 핚 

새로욲 모바읷용 OS 타이젞을 개발핚다고 발표했다. PC, 스맀트폮, 탖블릾 PC, 스맀트 TV 등 개읶이 다양핚 

IT 기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형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는 타이젞은 다양핚 기기에 자유롭게 탑잧핛 

수 있는 장젅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PC 시장을 구심젅으로 삼고 있지맂 무게 중심을 모바읷로 옮겨야 

핚다는 장기적읶 과제를 앆고 있는 읶텏로선 향후 모바읷 시장에서 앆정적읶 자리를 잡기 위핚 포석을 

깔아놓고 있는 셈이다. 읶텏은 2010 년 모바읷용 칩셋읶 ‘무어스타욲’을 개발했지맂 맀이크로소프트(윈도), 

구글(앆드로이드), 애플(iOS) 등 OS 개발사든이 모두 이 칩셋에 OS 를 얷어 제품을 내놓는 겂을 거젃해 

실제 제품을 춗시하지 못핚 ‘아픈 경험’도 있다.  

 

제임스 부사장은 ‚같은 앱임에도 플랫폼 별로 다시 개발해야 하는 혂잧의 상황은 개발자든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럮 상황은 맀켓에 있는 젂체 앱 가욲데 63%가 핚 달에 5000 달러를 벌어든이지 못하는 

혂실에 읷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악핚 개발자든의 홖경을 위해서라라도 다른 플랫폼을 자유롭게 넘나든 

수 있는 시스텐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사란든이 원하는 컴퓨터 경험을 그대로 제공해준다는 ‘범용 컴퓨팅(transparent computing)’이라는 

개념을 실혂시키기 위해서 △HTML5 과 같은 플랫폼을 넘나드는 컴퓨터 얶어 △클라우드 읶프라 △보앆 

문제가 모두 충족돼야 핚다‛고 덧붙였다. 

 

젂날 맀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가 ‚HTML5 에 올읶했던 겂이 패읶‛이었다고 말핚 겂에 대해서 제임스 

부사장은 ‚HTML5 가 매우 과대평가된 겂은 읶정핚다‛면서도 ‚‘범용 컴퓨팅’을 둘러싼 기술적읶 문제를 

해결핛 수 있는 싞뢰도 높은 솔루션읶 겂맂은 붂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임스 부사장은 HTML5 를 기반으로 핚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든갂의 협력 공갂읶 ‘읶텏 개발자 졲’도 

발표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툴, 샘플 코드 등 HTML5 앱 개발에 대핚 가이드를 제공핛 겂‛이라고 설명했다. 

 

 

파나소닉의 추락…손댄 사업마다 `수렁`  2012.09.12 한국경제 

 

2100 억엔 쏟아부은 PDP TV 사업 '헛다리' 

태양광까지 '허덕'…신용등급 2 단계 강등 
읷본에서 ‘경영의 싞’으로 불리는 고(故) 맀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 그가 1918 년 세욲 파나소닉(옛 

맀쓰시타)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구조조정맂으로도 정싞이 없는 판에 싞용등급 하락이라는 악잧까지 겹쳤다.  

 

 

 



작년에  읷본  가젂업계  사상  최대  적자를  내며  시장의  

싞뢰를  잃어버린  탓이다 .  무리하게  산요를  읶수하는 

바란에 부찿 규모도 급증했다. 올 2 붂기에 반짝 흑자를 

내긴 했지맂 파나소닉의미래를 밝게 보는 의겫은 찾기 

힘든다 .  주력이던  TV  사업이  여젂히  부짂핚  데다 , 

싞성장  동력으로  기대했던  리튬이온젂지와  탖양젂지  

붂야에서도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9 개월간 신용등급 2 단계 하락 
국제  싞용평가회사읶  무디스는  1 1 읷  파나소닉의 

싞용등급을 ‘A2 ’에서 ‘Baa1 ’으로 두 단계 떨어뜨렸다. 

‘B a a 1 ’  등급은  또  다른  싞용평가회사읶  스탘더드 

앢드푸어스(S&P)와 피치의 ‘BBB+’에 해당핚다. 투자적격  

등급의 맀지노선읶 ‘Baa3’보다 두 계단 위다.  

 

파나소닉은 작년 말까지맂 해도 삼성젂자와 동읷핚 ‘A1’ 

등급이었다. 그러나 지난 1 월 ‘A2’로 내려선 뒤 8 개월  

맂에  다시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시렦을  맞앗다 . 

삼성젂자와는 이제 3 단계 차이로 벌어졌다. 등급 하락 

의  귺본  원읶은  실적  부짂 .  2011 회계연도(2011 년 

4 월~2012 년  3 월)엒  사상  최대읶  7722 억엒(약  

11 조 2000 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 회계연도 첫 붂기(4~6 월)에 128 억엒의 반짝 흑자를 내긴 했지맂 실력으로 거둔 성과는 아니다. TV 와 

반도체 사업 구조조정으로 고정비가 640 억엒가량 줄어듞 영향이 컷다. 이 기갂 매춗은 젂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대규모 적자는 부찿 증가로 이어졌다. 파나소닉의 부찿 규모는 6 월 말 기준 9500 억엒(약 13 조 7000 억 

원)으로 2010 년 3 월 말(1200 억엒)에 비해 8 배가량 급증했다. 2009 년 5600 억엒을 든여 산요를 사든읶  

후유증도 파나소닉의 잧정상황을 압박핚 요읶이다.  

 

◆TV 시장 흐름 헛다리 짚은 대가 

파나소닉의 부짂은 주력으로 삼앗던 TV 사업에서 파생됐다. ‘PDP(플라즈맀디스플레이패널) TV ’에 대핚  

도핚 집착이 화를 불렀다.  

 

파나소닉은 2006 년 2100 억엒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돆을 든여 PDP 공장을 짒기 시작했다. 당시 PDP 

붂야 1 위는 파나소닉. 이 기세를 살려 핚국과 중국의 가젂업체를 먻찌감치 따돈리려는 계산이었지맂 

착오였다. 공장이 완공된 2010 년에는 이미 TV 시장 주력 상품이 PDP 에서 LCD(액정표시장치)로 완젂히  

이동핚 뒤였다. 시장의 흐름을 인지 못하고 헛다리를 짚은 겂이다.  

 

탖양광 사업과 리튬이온젂지에 강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산요를 사든읶 겂도 패착이었다. 탖양젂지는 

중국의 저가공세를 이겨내지 못했다. 기졲 PDP 공장을 탖양젂지 공장으로 젂홖하려던 계획도 젆었다.  

엒고로 수춗 찿산성도 악화됐다. 

 

리튬이온젂지도 맀찪가지. 여젂히 세계 2 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맂 1 위읶 삼성 SDI 와의 격차는 간수록 

벌어지는 상황이다. 삼성 SDI 의 지난 2 붂기 리튬이온젂지 시장 젅유윣은 28.0%로 작년 2 붂기(25.8%)에  

비해 2.2%포읶트 상승했다. 반면 파나소닉은 같은 기갂 24.2%에서 19.6%로 떨어졌다.  

 

니혺게이자이싞문은 ‚7 년 맂에 잧도젂장을 낸 휴대폮 사업도 생산 차질로 삐걱거리는 등 파나소닉 사업붂야  

젂반의 젂망이 모두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에어버스, 보잉 제치고 세계 1위 항공기 제작사 된다   2012.09.14 중앙일보 

 

보잉의 아성이 곣 무너질 젂망이다. 유럱연합(EU)의 대표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의 모기업 EADS가 영국 

방위산업체 BAE와 합병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싞이 12읷(혂지시갂) 젂했다. 두 회사의 매춗은 

1000억 달러에 달해 687억 달러의 보잉과 465억 달러의 록히드맀틲을 제치고 단숨에 세계 1위 항공기 제

작・방위산업체로 발돇움핚다. 두 회사가 합병에 나선 걲 앆팎의 도젂에 맞서기 위핚 고육챀으로 풀이된다. 미

국과 유럱 각국이 앞다퉈 국방비 삭감에 나서면서 두 회사는 비용젃감 압력을 받아왔다. 이번 합병으로 두 

회사는 최소핚 연 10억 달러의 비용을 줄읷 수 있을 겂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회사의 강젅도 서로 달라 시

너지효과도 클 젂망이다. 

 

EADS는 에어버스의 ‘하늘 위의 궁젂’ A380을 앞세워 세계 민갂항공기 시장에 돈풍을 읷으키고 있다. 그러

나 미국시장 공략에 약젅을 보여왔다. 이와 달리 영국 BAE는 미 국방부의 아홉 번째 공급계약자이자 미국에

맂 4맂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방위산업체다. 미국시장 공략을 모색해 온 EADS로선 BAE를 미국 내 교두

보로 홗용핛 수 있다. 주로 굮수용 무기 제작에맂 주력해 온 BAE도 첨단기술을 민항기에 젆목핛 길이 열린

다. 

 

EADS와 BAE는 유럱연합의 공용 젂투기 ‘유로파이터’ 생산업체이자 핵잠수함 제작사여서 합병 후에도 유럱 

주요국에 ‘황금주’를 배정핛 예정이다. 황금주띾 주식 지붂이 적어도 읷반 주주에 비해 훨씪 비중이 큰 주주

권을 행사핛 수 있는 지붂을 말핚다. 황금주는 프랑스・독읷・영국에 배붂될 예정이다. EU 내 특정 국가나 기업

이 합병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핛 수 없도록 핚 주주의 지붂도 15% 이내로 제핚될 젂망이다. 보잉과 록히드

맀틲은 담담핚 모습이지맂 내심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EADS가 BAE를 앞세워 미국시장 공략에 나설 가

능성에 촉각을 곢두세우고 있다. 

 

‚가계부채, 저소득층·고령일수록 심각 하우스푸어 부동산 유동화 전략 시급‛  2012.09.12 중앙일보 

 

가계부찿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읷수록, 장기

적으로는 고령층읷수록 심각하다는 붂석이 나왔다.  

 

구용욱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11읷 서욳 여의도 핚국거래소에서 

‘가계부찿 문제, 어떻게 볼 겂읶가’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갂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계부찿의 문제를 규모가 아닊 소득과 자산

가치를 통핚 상홖 여부를 중젅으로 살펴봐야 핚다‛고 덧붙였다.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플라스틱 버블(싞용카드 과다 발급으로 

시장 규모가 비정상으로 커짂 겂)’ 붕괴 이후 가계부찿의 연체윣이 

계속 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계를 다섯 등급으로 구붂했을 

때 지난해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1붂위)의 가처붂 소득에서 총부

찿와 원리금 상홖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00%, 65%였다. 곣, 연소득이 1000맂원이라면 빚이 9000맂

원이고,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나가는 돆이 650맂원이라는 얘기다. 2010년엒 이 비중이 각각 750%, 

40% 수준이었다. 저소득층의 가계부찿 상황이 2010년보다 크게 나빜지고 있다. 

 

 구 연구원은 ‚원리금상홖에 쓰는 돆이 가처붂소득의 40%가 넘는 빚 맃은 가구(과다찿무가구)의 경우엒 

은행 이외 제2금융권 등에서 돆 빌린 경우가 맃다‛며 ‚최후의 숚갂에 상홖능력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령층으로 간수록 부동산 등 숚자산은 꾸준히 늘지맂 소득 증가에는 핚계가 있기 때문에 원리금 상홖 

부담이 줄지 안는다‛며 ‚가계 부찿 때문에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리타이어먺트 푸어(Retirement Poor, 

노후 소득 부족으로 가난해짂 경우)’로 젂락핛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연구원은 따라서 ‚핚계 계층에 초젅

을 맞춖 찿무잧조정 정챀을 실시하고 하우스푸어가 보유핚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젂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은행의 잠잧 리스크를 줄이고 소비의 급격핚 악화를 링을 수 있을 겂‛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검색어 투명성 강화…'조작설 의혹 잠재울까?'  2012.09.14 중앙일보 

 

최귺 '앆철수 룸살롯', '박귺혖 콘돔' 등이 실시갂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며 홍역을 앓은 네이버가 자사 검색어 

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선얶했다. 이날 네이버 김상헌 대표를 비롮핚 검색어 서비스 담당 

본부장이 직젆 나서 해명에 나섰지맂, 네이버가 검색어 의도적 개입 조작설 논띾을 잠잧우기에는 명쾌하지  

안앗다는 지적이 읷었다. 

 

NHN 이 욲영하는 네이버는 14 읷 롮데호텏에서 기자갂담회를 통해 검색어 서비스의 투명성 강화 방앆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이날 '실시갂 급상승 검색어', '자동완성', '연곾검색어'의 로직, 욲영원칙과 처리 내역 

등을 담은 '투명성 리포트'를 맂든어 싞뢰핛 맂핚 외부 기곾에 정기적으로 제춗하고 그 적정성에 대해  

검증을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포턳 5 사가 공동으로 설립핚 민갂자윣기구읶 '핚국읶터넷자윣정챀기구(KISO)'와 구체적 

읶  검증  방앆을  협의하고  있다.  혂잧  KISO 이사회 의장은  김상헌  대표다.  'KISO'는  최귺  포턳사의 

'연곾검색어' 및 '자동완성' 노춗 제어 공동 가이드라읶을 제정하여 발표했고, 네이버는 '실시갂 급상승  

검색어'에 대해서도 합리적읶 가이드라읶이 맂든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핚다는 입장이다. 

 

또 네이버는 장기적으로 '실시갂 급상승 검색어'의 욲영 업무를 외부 기곾에 의뢰하는 방앆까지도 검토해 

나갂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KISO 홈페이지(www.kiso.or.kr)에 맀렦된 음띾물,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게시물 '싞고 창구'를 적극 홗용하겠다는 의지다. 이 창구가 홗성화되면 개별 포턳사의 서로 다른  

기준에서 비롮되는 여러 가지 불편과 의혹을 해소핛 수 있을 겂으로 보읶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맂, 이에 대핚 반롞이 맂맂치 안다. 혂잧 KISO 이사회 의장이 김상헌 대표로 돼 있고, 네이버가 그동앆 

검색어 노춗과 곾렦해 그동앆 의사결정 판단을 해왔다는 겂을 읶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김상헌 

대표는 "혂잧 KISO 의장직을 맟고 있고 KISO 의 의장은 회원사 갂에 임기가 끝나면 돈아가면서 맟기로 핚 

겂읷 뿐"이라며 "다맂 의장은 심의 앆걲과 곾렦해 영향력이 없고 행정적 구성에맂 곾여핛 뿐"이라고  

읷축했다. 

 

또 실시갂 검색어가 네티즊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웹툰 작가로 유명핚 핚 작가가 핚  키워드를 제시했고  이를 통해 실시갂  검색어에 랭크됐는데, 이를  

네티즊든의 하나의 놀이로 의미로 보고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다"며 "이젅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감핚 시기에 의도를 가지고 핚 행위에 대해서 선거곾리위원회와 상의하고 싶었던 겂은 선거법 

위반은 아닊지 정챀적으로 사회가 고민해야 하는 겂은 아닊지라는 생각을 했다"며 "이에 대핚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안지맂, 방곾하고 있지는 안을 겂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공롞화돼서 모두가 공감핛 수 있는 해법이  

나오지 안을까 핚다"고 덧붙였다. 

 

조작 가능성을  완젂히  해소하려면 로데이터(가공되지 안은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겂 아니냐는 

질문에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모듞 데이터에는 로그가 다 남아있어 이를 외부기곾에 다 넘길 겂"이라며 

"KISO 에 모듞 데이터를 넘길 의향이 있다. KISO 에서 볼 때 외부의 투명성에 대핚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공개여부 의사결정까지도 맟길 겂이다. 네이버 자체가 모듞 데이터를 공개하는 겂은 챀임을 회피하는  

겂이라는 생각이 듞다"고 해명했다. 

 

맀지링으로 네이버 실시갂 검색어 폊지와 곾렦해선 김상헌 대표는 "정치적 논띾에 휘말리더라도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를 폊지하는 겂보다 유지핛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르노삼성 800 명 희망퇴직 결정  2010.09.10 조선일보 

 

르노삼성이 희망퇴직을 받은 겂은 극심핚 판매 부짂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르노삼성은 

상반기 국내・외에서 지난해 같은 기갂보다 32.8% 감소핚 8 맂 3062 대의 차를 판매했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10 읷부터 이달 7 읷까지 희망퇴직 싞청을 받앗다. 귺속 연수에 따라 최대 24 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걲이다. 

 

르노닛산 그룹에서는 르노삼성의 회생을 위해 7 월 카를로스 곢 회장이 직젆 핚국을 방문해 2014 년부터 

닛산의 싞형 스포츠유틳리티차량(SUV) ‘로그’를 르노삼성 부산공장에 맟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맂 이어  

희망퇴직 소식이 젂해지며 30%의 읶력을 구조조정 핚다는 소문이 돈기도 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연구개발과 디자읶 부문을 제외핚 젂 붂야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3500 여명의 

생산읶력 중 350 명이 희망퇴직을 핚다. 사무직과 영업직, 서비스부문의 경우 900 여명의 직원 중 젃반에  

해당하는 450 명이 회사를 나가기로 했다. 

 

싞청 읶력이 적어 추가로 희망퇴직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르노삼성 곾계자는 ‚추가 구조조정은 없다는 겂이  

회사의 확고핚 방침‛이라고 말했다. 

 

 

라인, 카카오톡 앞질렀다  2010.09.10 조선일보 

 

NHN 의 모바읷 메싞저 ‘라읶’이 처음으로 카카오톡을 앞질렀다.  

 

NHN 은 10 읷 라읶의 젂 세계 가입자수가 8 읷 기준으로 6000 맂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라읶은 작년 

6 월 NHN 읷본 법읶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핚 이후 올해 7 월까지 5000 맂명을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등  

빜르게 성장했다.  

 

국민 메싞저라고 불리는 카카오톡은 지난 7 읷 기준으로 가입자 5950 명을 넘었지맂, 10 읷 기준으로 아직  

6000 맂명을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2010 년 3 월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라읶은 카카오톡보다 1 년 늦게 서비스를 시작했지맂 국내 시장이 아닊 해외 시장을 공략했기 때문에 더 

빜르게  가입자를 모을  수 있었다.  라읶은 혂잧 젂 세계 230 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고 주로 읷본과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수익모델은 공식 계정을 통핚 광고, 스티커와 게임 매춗 

등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게임을 더 선보읷 예정이다. NHN 은 올 연말까지 1 억명의  

가입자를 유치핛 수 있을 겂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국내 가입자가 대부붂읶 카카오톡도 앆정적으로 수익모델을 욲영하고 있다. 올 6 월에는 가상 화폊읶 

‘초코’ 서비스를 시작했고, 문자를 보낼 때 같이 붙여서 보내는 이모티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유료화했다. 

카카오톡은 이모티콘 서비스로 7 월 핚달 동앆 하루 평균 1 억원의 매춗을 올린 겂으로 앉려졌다. 

 

 

日 샤프, 아이폰5 부품 양산 들어가…`품절̀ 현상 우려  2012.09/14 한국경제 
 

읷본 젂자업체 샤프가 애플에 공급하는 아이폮5 부품 양산에 든어갂 겂으로 앉려졌다. 샤프는 그동앆 

경영 자금난과 생산 기술상의 어려움으로 패널 생산을 하지 못했다. 

 

14읷 니혺게이자이싞문에 따르면 샤프는 애플이 아이폮5를 공개핚 12읷(혂지시갂)부터 액정 패널 양산을  

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CL_hankyung2_web_10&host=my-fit.co.kr&affiliate_id=hankyung2_web&type=_kl&where=text&keyword=%BE%C6%C0%CC%C6%F95&url=http%3A%2F%2Frc.asia.srv.overture.com%2Fd%2Fsr%2F%3Fxargs%3D20AR0pEb6fZUJUJXMhzo-wUvML9zPm9KvDMkdEIdmXwszehOceGpeaoyeYxV3_9EMvvXL3bmtclatIyA3yo47_BnaT-Pe2adLEQc9WjQQt6BiFukNXsOO5y1J39lmgo2GfXFqgsA1bvTvDiEYp4Pu6ReJvzofoKdwPUiCCYJHIuXr6tnDmgzVy5OhlcTBjl_2Yy7THk1hOECpI7nOLsYQr9ElFRilgk3Yh_MtItdR4L-PW0KSOEwUilWQ57QJ5EVeEcQ.000000006c6ffa1d


 

 

시작했다. 제품 수윣(원료의 투입량에 따라 기대되는 생산량 대비 실제 언어지는 제품 생산량의 비윣)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카메야맀(亀山) 제1공장에는 홍하이와 애플의 엒지니어가 투입돼 갂싞히 양산에 

든어갔다.   

 

샤프는 지난달 31읷까지 아이폮5에 든어간 액정 패널을 공급하기로 약속했지맂 싞제품을 공개하기 젂까지도 

생산에 든어가지 못해 애를 탖웠다. 이같은 부품공급 지연사탖는 올 3월 뉴아이패드 춗시 때도 

발생했었다.  샤프 외에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잧팬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양산에 든어갔다.  

 

샤프는 내달부터 젂량 생산에 든어가야 하지맂 애플이 요구하는 양을 앆정되게 공급핛 수 있을 지 

불붂명하다고 닛케이는 젂했다. 또 샤프 외 나머지 두 업체가 애플의 공백을 메우지 못핛 겂이라고 내다봤다. 

샤프는 엄청난 잧정적자로 읶해 최대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약 1조2500억 엒 가량의 부찿 상홖 맂기에 

직면해 있고 2012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에서 2500억 엒의 적자를 낼 겂으로 예상 

된다. 지난달 5000명의 직원 정리해고 방침을 발표핚데 이어 올 겨욳 직원든의 상여금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본사 걲물과 카메야맀 공장을 포함해 대부붂의 회사 걲물이 저당잡혔다.  

 

샤프는 위기를 벖어날 탃춗구로 대맂 홍하이 그룹과의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올 3월 홍하이정밀공업이 

샤프의 지붂 9.9%를 주당 550 엒, 총 8억 달러에 읶수하기로 결정했지맂 샤프 주식이 주당 186엒까지 

폭락하면서 춗자 조걲을 놓고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닛케이는 "여젂히 홍하이와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어 

패널 공급에 영향을 미칠 지 모른다"며 "아이폮5가 젂작 아이폮4S처런 발매 직후 폭발적으로 팔려나갂다면 

품젃될 가능성이 있다"고 젂망했다. 교섭이 결렧되면 홍하이뿐 아니라 대고객읶 애플맀저도 잃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호텔, 우즈벡 진출 추진  2010.09.11 조선일보 

 

롮데호텏이 해외사업 홗성화 읷홖으로 우즈베키스탂 호텏 위탁경영을 적극 추짂 중읶 겂으로 확읶됐다.  

 

11 읷 곾렦 업계와 롮데호텏에 따르면 롮데호텏은 송용덕 대표이사 취임 이후 우즈베키스탂으로부터 자국 

호텏 위탁경영을  제앆받앗고, 롮데호텏 측도 해외짂춗 홗성화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 중읶 겂으로  

앉려졌다. 

 

롮데호텏이 롮데호텏모스크바를 성공시킨 이후 적잓은 해외국가로부터 위탁경영에 대핚 제앆이 든어올 

겂으로 보고 곾렦 매뉴얹작업도 짂행 중이다. 롮데호텏 핚 곾계자는 ‚과거엒 우리가 해외 호텏의 매뉴얹에 

따라 욲영해 왔지맂 위상이 달라졌다‛며 ‚위탁경영 제앆이 든어올 경우 주먹구구식으로 욲영핛 수 없기  

때문에 위탁경영과 곾렦된 매뉴얹을 맂든고 있다‛고 말했다. 

 

롮데호텏이 이처런 해외호텏 위탁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짂하는 이유는 그룹 비젂과 맞물려 있다.  

롮데그룹은 ‘2018 아시아 톱 10 글로벌그룹’비젂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사업과 해외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롮데호텏도 그룹 비젂과 맞물려 2018 년까지 젂세계에 자사 호텏 30~40 개를 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위탁경영 형탖로 욲영핚다는 방침이다. 

 

롮데호텏은 이를 발판으로 ‘아시아 호텏 톱 3’의 반열에 오른다는 계획이다. 

롮데호텏 곾계자는 이에 대해 ‚위탁경영 등 여러 가지 해외짂춗 방앆을 검토 중‛이라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핚편, 롮데호텏은 2010 년 국내 호텏 최초로 러시아 모스크바에 

6 성급 호텏 ‘롮데호텏모스크바’를 열었으며, 2014 년에는 베트남 하노이, 2016 년에는 중국 선양에서 호텏을  

욲영핚다는 계획이다. 

 



외부지식 잘 가져다 쓰는 게 진짜 R&D 역량  2010.09.07 조선일보 

 

R&D 는 비용의 블랙홀 - 동일한 연구개발 위해  

시간과 돈 쓰는 건 낭비 남의 아이디어 활용하라  

전동칫솔 개발의 교훈 - 벤처의 전동칫솔 기술  

재빨리 사들인 P&G 1 억 5000 만불 시장 선점 
 

연구를 맃이 핚다고 해서 반드시 비즈니스상의 호(好)실적으로 이어지는 겂은 아니다. 연구개발(R&D)과 

상업적 성과 갂에는 뚜렷핚 상곾성이 없다. 그래서 R&D 는 종종 '비용의 블랙혻'로도 불린다. 그렇다고 

R&D 를 아예 무시핛 수 없다. 곾걲은 R&D 생산성을 높이는 방앆이다. 이럮 가욲데 최귺 새로욲 R&D 

혂상으로 '외부시장 혁싞'(open market innovation・이하 OMI)이 주목받고 있다. OMI 는 쉽게 말하면 남이  

맂듞 연구와 지식을 거래하거나 공유해 사용하는 겂이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이젂 직장에서의 프로젝트를 토대로 위대핚 아이디어든이 나오는 경우를 종종 

젆핚다. 젂체 R&D 가욲데 70~80%가 여기에 속핚다는 조사도 있다. 즉 아무리 독창적으로 보여도 결국 

누굮가의 아이디어를 약갂맂 개선하는 경우가 제법 된다는 의미이다. OMI 는 이럮 과정에 투명성을 보장하며 

회사의 R&D 짂행 상황을 타사와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핚다. 누굮가 동읷핚 연구개발을 

짂행핚 바 있는데 굯이 시갂과 돆을 든여 동읷핚 경험 곡선을 반복핚다면 낭비읷지 모른다. 따라서 OMI 는 

젂체 비용을 젃약핛 뿐 아니라 업계와 비교해 R&D 짂행 상황을 젅검해보고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R&D 붂야에서 짂정핚 젂문가는 회사의 CTO(최고기술챀임자)가 아니라, 밤낮으로 R&D 를 평가하는 벤처 

캐피턳리스트다. 이든은 다양핚 R&D 프로그램을 비교 붂석핛 수 있는 앆목을 갖고 있다. OMI 를 잘 

홗용하면 첨단 기술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젂문가든로부터 실질적이면서도 솔직핚 의겫을 언을 수 있다. 

우수핚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핛 필요도 없다. 이든의 투자를 받아 서로 '윈- 

윈'하는 상황을 맂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모듞 기능을 회사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게 당연시됐으나 지금은 달라졌다. 읷렺로 자동차를 맂든 

때 가장 우선시되는 자산읶 디자읶의 경우, 지금은 대부붂의 디자읶을 외부와의 협업으로 처리핚다. OMI 는 

이럮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핛 수 있는 훌륭핚 방법이다. 이는 특히 이종(異種)산업 갂의 협력이 필요핚 

상황에서 빛을 발휘핚다. 특정 산업에서 짂행된 연구조사가 성공적으로 상업화되려면 다른 산업의 도움이  

필요핚 경우가 있다. 

 

예컨대 어떤 회사에서 컴퓨팅과 위성 기술을 개발했다고 치자. 그러나 해당 업계에서는 이미 유사핚 기술이 

나와 있는 상탖로 읷부 발젂은 있었지맂 상업화 기회가 맃지 안은 상황이다. 그럮데 이를 자동차 업계에 

젆목시켜 보니 상황이 달라졌다. 자동차의 젂장(電裝)시스텐을 확대해 더욱 편리핚 욲젂 경험을 선사핛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라면  불가능했던  다양핚  산업  갂의  R&D 협력을  가능케  핚다는  젅이  외부시장 

혁싞(OMI)의 가장 큰 장젅 중 하나다. 

 

하지맂 성공적으로 OMI 를 달성하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해결해야 핛 조걲이 있다. 

 

먼저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를 취사선택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R&D 

프로그램을 적극 공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야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는 곣 

회사의 R&D 프로세스가 외부에 개방되고 유연성까지 갖추어야 함을 의미핚다. 그럮 맂큼 기밀로 숨겨놨던 

자사의 R&D 업무도 몽땅 공개핛 수 있다는 자싞감을 가져야 핚다. 기졲의 폊쇄적읶 사고방식이 R&D  

효윣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읶 3M 의 경우, 사업 혂장 부서와 동떨어짂 R&D 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M 은 R&D 조직에 대핚 구조조정을 단행해 읶력 젂원을 최소 2 개 부서로 숚홖보직을 시켜 부서에 국핚된 

시각이 아닊 회사 젂체를 바라보는 시야를 기르도록 했다. 그 결과 3M 은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짂  

새로욲 플라스틱 기술개발에 성공했고, 이는 혂잧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용품에 널리 쓰이고 있다. 

 

둘째, R&D 확보에서 더욱 창의성을 갖고 상업적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최초에 젂동칪솔을 개발핚 겂은 핚 작은 벤처기업이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오띿 B 의 링강핚 시장력에 눌려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핚 찿 사장되고 있었다. 이럮 맀당에 P&G 의 읷부 전은 엒지니어든이 이 사실에 주목해 

당시 P&G 가 주력하던 저가 칪솔과 치약에 젂동칪솔을 적용했다. 그 결과 시장에서 곣 히트를 쳤고 1 년도 

앆 돼 1 억 5000 맂달러짜리 사업을 창춗하게 됐다. 그젂까지맂 해도 칪솔에 젂자 기술을 젆목시킨다는  

생각은 P&G 의 플라스틱 칪솔 엒지니어 중 어느 누구도 핚 적이 없었다.  갂단핚 융합 기술은 P&G 의 R&D 

홗동에 젂홖젅이 됐다. P&G 는 젂동 브러시처런 기졲 제품과 젂자 기술이 젆목된 싞제품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아이디어를 어디에선가 차용(借用)했다면,이에 대핚 정당핚 대가를 지불해야 핚다. 물물교홖식의 외부시장 

혁싞을  추짂핚다면,  거래의  기본적읶  규칙을 정의하고  준수해야  핚다. 그렇지  안고서는  체계  젂체가  

와해되기 십상이다. 핚국 기업은 특히 이 부붂이 취약하다. 

 

 

구글, 에이서에 중국판 안드로이드 포기 종용  2012.09.14 동아일보 

 

스맀트폮 욲영체계(OS) 앆드로이드를 곾장하고 있는 구글이 중국판 앆드로이드의 등장을 링으려고 대맂의 

휴대젂화 제조업체 에이서(Acer)에 중국 모바읷 욲영체계 찿탗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고 씨넷이 14 읷  

보도했다.  

 

에이서는 당초 중국의 최대 e 커머스업체읶 앉리바바가 맂듞 '앉리윈(Aliyun)' 플랫폼을 찿탗핚 스맀트폮을 

선보이기 위해 기자회겫을 하려 했으나 이를 갑자기 취소했다. 에이서는 앉리윈 기반의 클라우드모바읷 

A800 스맀트폮을 중국시장에 자사의 최고가읶 2 천 999 위앆(473 달러)에 춗시하고 동읷핚 모델을 중국  

이외의 세계 시장에 구글 앆드로이드 기반으로 내놓을 예정이었다.  

 

 

구글은 이에 앞서 에이서가 앉리윈 OS 를 찿탗핛 경우 앆드로이드와 곾렦된 협력과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앉리윈의 찿탗을 포기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앉리바바는 이메읷 성명을 통해 "우리 협력사가 

구글로부터 앉리윈 OS 를 찿탗하면 앆드로이드와 곾렦핚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앗다"며 "앉리윈  

폮의 춗시를 연기하기로 핚 협력사의 결정을 이해하고 졲중핚다"고 말했다.  

 

앉리윈은 중국의 스맀트폮 시장에서 구글 앆드로이드를 대체핛 수 있도록 앉리바바 그룹이 지난해 제작핚 

리눅스 기반 모바읷 욲영체계로 앉리바바는 2011 년 7 월 발표핚 앉리윈 욲영체계 개발을 위해 3 년이띾  

기갂과 1 천 600 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엒지니어를 투입했다. 혂잧 앉리윈을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체는 

가젂제품 젂문업체읶 하이얹과 K-Touch 라는 브랚드의 스맀트폮을 판매하고 있는 베이짓 '티앆위통싞장비'  

등 2 개 회사이다. 

 

 



방통위, 이통사 ‘과잉 보조금’ 조사 착수   2012.09.13 동아일보 

 

적발시 최대 3 개월 신규 유치 금지 
 
방송통싞위원회는 과도핚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 이동통싞 3 사를 제잧하기 위해 13 읷 혂장 조사에 

착수핚다. 방통위는 SK 텏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3 사가 법을 어겨가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해 혂장 조사에 든어가기로 했다. 

 

조사에서 보조금을 과잉 지급핚 겂으로 드러나면 이통사는 최대 3 개월갂 싞규 가입자를 모집핛 수 없는 

처붂을 받는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 사렺가 3 차렺 누적되면 최대 3 개월갂 싞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삼짂아웃제'를 욲영하고 있으며, 이통 3 사는 이미 2010 년과 2011 년 핚 차렺씩 적발돼 혂잧 '투  

아웃' 상탖다. 

 

이통사는 지난달부터 롯텀에볼루션(LTE)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투입, 갤럭시 S3 LTE 를 17 맂원에 

제공하는 등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춗혃 경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달 초 이통사에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는 구두 경고를 하고 지난 11 읷에는 3 사 임원을 긴급  

소집해 보조금 경쟁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젂달핚 바 있다.  

 

 

[카카오톡도 6 천만…라인·카톡 경쟁 `후끈`]  2012.09.14 매일경제 

 
NHN 의 글로벌 모바읷 메싞저 `라읶`에 이어 카카오의 `카카오톡`이 가입자 수 6 천맂명을 돈파하면서 양측의 

가입자 수 경쟁이 핚층 달아오르고 있다. 14 읷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가입자 수가 젂날 기준으로  

6 천맂명을 넘어섰다. 카카오톡 춗시 2 년 6 개월 맂이다.  

 

앞서 라읶이 카카오톡의 가입자 수를 앞지르며 6 천맂명 기록에 먺저 도달했다. 라읶이 소위 `국민메싞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앞지르기는 지난해 7 월 춗시 이후 처음이다. NHN 은 지난 8 읷 라읶의 가입자 수가 

6 천맂명을 넘자 곣바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러핚 사실을 공지했다. 반면 카카오톡은 과거와 달리  

조용히 넘어가는 붂위기다.  

 

양사의 가입자 경쟁은 당붂갂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곾측이다. 이용자가 맃을수록 새로욲 가입자가 

늘어나는 모바읷 메싞저의 특성상 시장 선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수익 창춗을 위핚 플랫폼 가동을  

위해서는 가입자 수가 뒷받침돼야 핚다.  

 

라읶은 읷본을 중심으로 핚 해외시장을, 카카오톡은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하고 있지맂 양사 모두 글로벌  

모바읷 메싞저를 지향하고 있어 결국은 이용자층이 겹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곾계자든의 얘기다.  

이 때문에 양사 모두 자사 서비스를 대세로 맂든기 위해 공을 든이고 있다.  

 

읷단 가입자 수 증가 속도 면에서는 라읶이 앞선다. 지난해 6 월 춗시된 라읶은 카카오톡이 2 년 6 개월맂에 

거둔 성과를 젃반 기갂 앆에 이뤘다. 이러핚 속도라면 연말 가입자수는 NHN 의 목표대로 1 억명을 달성핛  

젂망이다.  

 

하지맂 읷 방문자 수와 메시지 젂송걲수 등 이용자의 충성도 면에서는 카카오톡을 무시핛 수 없다.  

 

이달 기준 카카오톡의 읷 방문자수는 2 천 600 맂, 메시지 젂송걲수는 41 억걲에 이른다. 단숚 계산으로 읶구  

젃반이 매읷 카카오톡을 쓰고 1 명당 68 걲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다.  

 

양측은 수익  창춗에  필수적읶 플랫폼에서도  경쟁을  이어나간 젂망이다. 카카오톡이 먺저 게임하기와 

플러스칚구, 이모티콘 등을 내세워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가욲데 라읶도 연내 게임을 10 개 가량 추가핛 

계획이다. 카카오톡 게임하기에 등록된 `애니팡`은 가입자 수 이달 혂잧 1 천 200 맂명을 돈파했으며 읷종의  

광고 수단읶 플러스칚구는 1 년새 제휴사 수가 12 배 이상 늘었다. 

 

 



격랑 속 HP, ‚2 만 9 천명 추가 해고‛  2012.09.11 블로터닷넷 

 

IBM, 오라클과 함께 IT 업계를 호령했던 HP 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맀크 허드, 레오 아포테커 젂 HP 

회장이 물러난 뒤 새로욲 수장으로 올라서 맥 휘트먺 최고경영자가 열심히 혁싞을 외치고 있지맂, 상황은  

좋아지지 안는 붂위기다. 

 

HP 는 9 월 10 읷(혂지기준) 2014 년까지 2 맂 9 천여명을 감원핛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HP 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춗핚 10-Q(붂기보고서) 파읷을 살펴보면, 지난 5 월 밝힌 구조조정 계획 읶원읶 

2 맂 7 천여명보다 더 맃은 읶원을 구조조정핛 계획임이 드러났다. 이는 HP 젂체 사원 중 약 8.5%에 

해당하는 수치로, 삼성젂자가 올해 사상 최대 찿용을 하겠다며 밝힌 2 맂 6 천여명보다 맃은 수치다. HP 는  

국내 기업의 싞입사원보다 더 맃은 읶원을 해고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계속되는 실적 부진 
블룸버그를 비롮핚 혂지 외싞든은 HP 가 PC 이후에 시대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핚 여파를 고스띾히 치르고 

있다고 젂했다. 테크크럮치는 HP 가 이번 구조조정으로 읶해 약 37 억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젃약핛 수 있을  

겂으로 기대하고 있지맂, 이조차도 HP 를 살리는데 있어 크게 도움 될 겂 같지 안다고 평가했다. 

 
시장 붂위기도 좋지 안다. HP 의 시가총액은 342 억 70 맂달러로 지난해 6 월 728 억달러에서 약 366 억달러 

감소했으며, 주식은 17.43 달러(9 월 10 읷 혂지기준)에 거래되고 있다. EMC 의 자회사읶 VM 웨어의 시가 

총액이 400 억 5600 맂달러, 주식이 93.75 달러로 거래되고 있는 겂과 비교했을 때 HP 가 얹맀나 추락 

했는지를 짐작핛 수 있다. 경쟁 기업의 자회사 정도보다 못핚 실적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HP 는  2011 년  포브스가  선정핚  100 대  기업  중  42 위에서  올해  67 위로  추락했다 .  IBM 과  

MS 가 각각 31 위와 42 위를 지키고 있다. 

 

여기에 HP 는 지난 3 붂기 HP 숚손실 88 억 5 천맂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갂 매춗액은 지난해보다 5% 

하락핚 311 억 9 천맂달러를 기록했다. 당시 맥 휘트먺 HP 최고경영자는 ‚조직 개편 후 실적 개선 초기 

상탖를 지나고 있는 겂‛이라며 긋정적읶 붂위기를 암시했지맂,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HP 만의 ‘색깔’ 되찾아야 
휘트먺 최고경영자는 구조조정이띾 칼을 빼든었다. 허리끈을 조여, 어떻게듞 HP 를 과거로 되돈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HP 가 회생핛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HP 의 부짂이 단숚핚 매춗과 수익  

악화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이다. 

http://allthingsd.com/20120910/hp-raises-job-cut-estimate-to-29000/
http://www.sec.gov/Archives/edgar/data/47217/000104746912008732/a2210845z10-q.htm
http://www.bloomberg.com/news/2012-09-10/hp-says-job-cuts-under-reorganization-plan-will-reach-29-000.html
http://techcrunch.com/2012/09/10/hp-revises-its-layoff-plan-by-increasing-job-cuts-to-29000-by-2014/?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Techcrunch+%28TechCrunch%29&utm_content=Google+Reader
http://www.bloomberg.com/quote/HPQ:US
http://www.bloomberg.com/quote/HPQ:US
http://www.bloomberg.com/quote/VMW:US
http://www.bloomberg.com/quote/VMW:US
http://www.forbes.com/global2000/list/
http://h30261.www3.hp.com/phoenix.zhtml?c=71087&p=irol-newsarticle&ID=1727793


 

 

HP 는 1999 년 이후 13 년 동앆 7 번이나 최고경영자가 교체됐다. 핚 최고경영자당 평균 3 년의 임기를 찿 

넘기지 못하고 회사를 욲영했단 소리다. 최고경영자가 업무 파악을 위해 1 년을 쓴다고 가정핛 때, 2 년 갂 

HP 를 경영하고 사라짂 셈이다. 같은 기갂 IBM 은 2 명, 오라클은 1 명의 최고경영자가 회사를 욲영했다. 

국내 핚 HP 곾계자는 ‚PC, 프린터, 서버 붂야에서 HP 의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 듞다‛라며 ‚잦은 

수장 교체로 읶해 HP 젂략에 혺선이 발생하면서 이게 곣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겂 같다‛라고 조심스럱게  

말을 꺼냈다. 

 

HP 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 모호해지면서 매춗 부짂이 발생했다는 얘기도 있다. PC, 프린터 사업 모두 

예젂맂큼의 매춗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탖블릾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PC 시장이 위축됐으며, 프린터  

매춗도 맀찪가지다. 

 

여기에 엒터프라이즈 솔루션 사업도 부짂핚다. 유닉스 사업은 IBM 아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썪을 합병핚 

오라클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핚 어플라이얶스 젂략을 내밀며 HP 를 위협하고 있다. 휘트먺 

최고경영자가 올해 초 엒터프라이즈 솔루션 사업 부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맂, 정확히 무엇을 강화하고  

있는지는 아직 모호하다. 

 

구조조정으로 읶핚 읶잧 유춗도 무시핛 수 없다. 비즈니스 읶사이더는 HP 가 생각 외로 빜르게 읶잧를 잃고  

있다며, 회사에 필요핚 읶잧든이 회사를 떠나는 붂위기라고 젂했다. 

 

결국 HP 의 위기는 HP 맂이 가장 잘 핛 수 있는 겂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문제에서 발생핚다. 

시장을 선도하고 경쟁업체를 무찌를맂핚 무기가 지금의 HP 에게는 없다. 젅젅 더 좋은 솔루션과 제품을 

맂든어내는 기업든이 등장하고 있는 가욲데 HP 가 앆심하고 성장시킬 시장이 있는가. 빜른 시읷 앆에 답을  

찾지 못핚다면 HP 가 걸을 길은 하나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블로터포럼] 애플-삼성 소송은 무엇을 남겼나  2012.09.12 블로터닷넷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가히 블록버스터급이라 핛 맂큼 맃은 사걲을 낳앗다.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라 핛 수 있는 핚국과 미국 법정의 1 라욲드가 맀무리돼 가고 있다. 스맀트폮 시장 

자체가 워낙 과열돼 있고 특히 삼성젂자가 처음으로 세계 시장에 선두 그룹에 올라 있는 맂큼, 단숚히 두  

기업의 소송이라기보다 국가갂의 자졲심 대결로도 비춰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배심원제 자체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붂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소송에 대핚 

문화가 다르고 양 국가에서 이야기되는 특허 자체가 다른 두 소송은 묘핚 감정의 았금맂 남기고 있다. 또 

다른 젂혀 다른 기술든에 대핚 읷본의 소송에서는 삼성이 승리하는 등 특허 젂쟁은 아직도 그 끝을 모르는  

달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소송의 판결이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를 핛 자리는 아니다. 판결은 그 자체로 졲중돼야 

핚다. 다맂 우리는 이번 소송의 읷렦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 뭔가 하나라도 언을 수 있어야 하지 안겠는가. 

 이번 소송에서 꼭 짚어야 핛 포읶트든, 앉아야 하는 특허와 지적 잧산권의 의미를 되짚어봤다. 

 

 읷시:2012년 8월 31읷 

 장소:블로터아카데미 양재 교육센터 

 참석자: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젂문연구원, 정우성 최&정국제법률특허사무소 변리사, 최호섭 블로터닷넷 기자 

 

최호섭 : 읷단 두 회사 소송의 1 라욲드가 어느 정도 맀무리됐다. 가장 중요핚 포읶트로 꼽히던 핚국과 

미국의 판결에서 핚 번씩 이기면서 법정이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각각 어떻게 봤는지 소감부터 이야기해보자. 

 

정우성 : 핚국의 판결은 사실상 삼성의 승리가 뚜렷하다. 애플은 모바읷 시장에 뛰어듞 지 몇 년 되지 안은 

싞생 업체에 가깝다. 반면 삼성은 이 시장을 오랫동앆 이끌어 온 터줏대감이다. 이럮 역사의 차이는 곣 특허 

수량의 차이와 연결된다. 삼성의 특허는 수 맂걲에 이른다. 자연스레 휴대폮과 통싞에 대핚 원천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애플은 최귺 몇년 사이 젅젅 시장에서 앆정적읶 위치를 차지했고 그에 따르는 높은 기업 가치와 소비자 

충성도를 언었다. 이 부붂이 다른 기업든에게는 눆엣가시가 된다. 선행기업든이 후발주자를 공격하는 가장 

쉬욲  무기는  특허다.  보통은  협상을  통해  로열티를  물고  해결되는  경우가  맃다.  자연스레  로열티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낮아지고 가격 경쟁력에 밀리게 맀렦이다. 

 

읷단 우리나라 법정에서 애플이 삼성을 공격핚 소송읶  디자읶 문제가 기각된 겂은 충붂히 이해된다. 

주곾적읷 뿐더러 법리적으로 명확핚 판단이 쉽지 안다. 핚국 시장에서는 애플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미국 법정에서 애플이 삼성에 걲 소프트웨어와 디자읶, 트레이드드레스에 대해 압도적읶 평결이 나온 겂은 

예상보다 강핚 반응이었다. 읷단 소송의 여파는 판결문이 나와야 자세히 이야기핛 수 있다. 디자읶 특허를 

주장하는 데 있어 2010 년에 나온 갤럭시 S 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맂 갤럭시 S2 를 비롮핚 2011 년 

젂제품이 걸린 겂은 삼성에게 치명적이다. 소프트웨어와 읶터페이스에 대핚 특허는 펌웨어로 해결핛 수 

있지맂, 디자읶 특허 침해는 카피캣이라는 낙읶이 찍히고 디자읶 변경이 매우 어려욲 문제다. 특히 디자읶 

특허에 대핚 판결은 다른 제품으로도 번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는 삼성 뿐 아니라 다른 제조사의  

다른 안드로이드에도 퍼질 수 있는 문제다. 

 

강정수 :  읷단 이번  평결이  ICT 산업에  끼치는  메시지가 여럲 있다고 본다.  핚국 사회가 민족적으로 

받아든이는 경향이 없지 안아 이번 사걲에서 봐야 하는 겂이 무엇읶지 정확히 짚어내는 겂이 부족핚 

상황이다. 사소핚 겂으로 너무 지나치게 트집잡는 겂이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지맂 이게 과연 사소핚 읷읶가. 

2007 년 첫 아이폮이 나올 때 독읷에 있었는데 이때 유럱시장 젂체가 아이폮을 두고 혹평을 했다. 이를  

고집스럱게 이끌고 와 시장의 변화를 이뤄냈다는 겂은 높이 평가핛 읷이다. 



 

이번에는 삼성이 아이폮을 카피했다는 느낌이 강하다. 디자읶이나 성능이 비슷하니 비싼 돆을 주고 애플 

겂을 사야 하는가에 대핚 의미에서 젆귺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에도 애플을 선탗핚 이든은 이미지를 위해 

추가 비용을 냈던 겂읶데 이제 앞으로도 과연 비싼 돆을 주고 아이폮을 구입하겠느냐라는 겂에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이미지가 좋으면 성능도 좋을까? 이걲 중요핚 착시 효과다. 

 

애플에  끼치는 영향이라면 읷단은  지적잧산권에  대핚  겂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읶상을 준다. 향후 

100 년을 내다본다고 핛 때 지적잧산권을 강조하면 산업 발젂을 저해핛 수 있다는 겂을 짚자. 애플은 그동앆 

자싞든의 이미지를 맂든기 위해 맃은 노력을 해 왔다. 잡스는 혁싞의 이미지가 아니었나. 그 동앆 애플은 

시장에서 제품으로 다른 기업을 위협해 왔다. 핚 발도 아니고 두 발 앞서 시장을 선도해 왔던 기업이다. 

하지맂 이번 소송으로 애플의 시장 경쟁에 대핚 프레임이 바뀐 것 아닊가 하는 우려가 있다. 더 혁싞해 

나가려는 겂이 아니라 자싞든의 혁싞을 지키기 위핚  쪽으로  초젅이 맞춰졌다. 특허로  상대를 공격해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겂이다. 이럮 부붂은 기업의 귺본적읶 발젂 문화로는 썩 좋지 안다. 이미 맀이크로 

소프트가 10 년 젂에 비슷핚 과정을 겪었던 겂 아닊가. 특히 소송과 맞물려 이번 아이폮 5 가 스티브 잡스  

사후 첫 제품이라 혁싞을 주지 못하면 실망과 함께 쇠락핛 수 있다. 

 

최호섭 : 핚편으로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곾심을 받을맂큼 중요핚 소송읶가 싶기도 하다. 왖 이렇게까지  

커졌을까? 

 

정우성 :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핚 소송을 과대평가핛 필요는 없다고 생각핚다. 애플 소송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쟁자를 죽이려는 공격은 아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 기업든의 소송은 합의 없이는 앞으로 

제품을 맂든어낼 수 없을 맂큼 치명적읶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맃앗다. 이후 화해와 협상으로 가는 겂이 

통상적읶 소송 패턲이었다. 하지맂 애플의 소송은 구글이 앆드로이드 내용의 읷부를 수정하거나 삼성이 

디자읶을 바꾸면 된다. 협상을 하지 안으면 앞으로 제품을 맂든수 없는 겂이 아니다. 눆여겨봐야 핛 겂은 

애플이 나라별로 제기하는 특허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젅이다. 

 

강정수 : 이번 소송은 1998 년 맀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GUI 소송과 겹쳐지는 면이 없지 안다. 그때와 

맀찪가지로 카피캣은 맞다고 본다. 하지맂 앆드로이드 짂영이 시장을 따라간 수 없도록 하려는 시그널이 

크다고  본다. 그갂 앆드로이드는  애플이 맂듞 스맀트폮의 텎트 앆에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나가 

독립적읶 프레임을 맂든라는 겂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이미 애플의 읶터페이스에 익숙해 있는데 이제는  

사짂이나 웹 사이트를 볼 때 습관을 바꿔야 핛 수 있다. 이걲 쉽지 안은 문제다. 

 

정우성 : 남의 권리를 생각핛 때 권리의 크기를 보고 반응하는 붂위기가 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권리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작은 권리를 지켜주는 겂이 사회적 염치이자 정의라고 생각핚다. 이 정도는 

넘어간 수 있는 겂 아니냐고 생각하는 겂은 문제가 있다. 

본질적 문제는 아니지맂 사실상 널리 표준으로 쓰이는 겂에 대해서 어떻게 핛 겂읶가에 대핚 고민이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의 표준 특허 문제가 기각당핚 겂은 표준 기술로 읶정받앗기 때문이다. 표준 

기술로 맂드는 겂은 다른 기업든에게 문턱을 낮추고 로열티맂 지불하면 누구듞 시장에 참여핛 수 있도록  

하는 겂이 가장 첫째다. 

글로벌 특허 젂쟁 이후는 모듞 겂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될 수 있다. 이번에 소송의 중심에 선 UX 도 지금은 

표준이 아니지맂 이처런 사실상 유사 표준이 될 수 있는 기술든은 얶계와 국가가 논의해 경쟁법, 반독젅법에 

편입시키는 겂이 필요하다. 기술을 지키는 겂은 정당핚 행사지맂 혁싞에 반하는 겂은 엄중히 다스리는 겂이 

경쟁법이다. 

 

강정수 : 지적잧산권법이 명문화된 지가 이제 100 년이 됐다. 귺본적읶 목표는 혁싞을 보호하고 이를 

확산하자는 겂에 있다. 누굮가 어떤 겂을 맂든었는데 이를 베끼는 겂을 보호하려는 겂이다. 하지맂 지금 

특허를 너무 강조하는 기업든의 문화가 비판받는 겂은 특정 기술든이 너무 오래, 강력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겂이다. 예젂에는 기술 하나를 50 여년씩 지켜주어야 그로 읶핚 수익을 보상받을 수 있었지맂 지금 IT 

기술은 몇년이면 필요핚맂큼 보상받을 수 있다. 애플도 마찪가지다. UX 에 대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는 시장의 혁싞을 위해 열어둘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정우성 : 애플이 기술을 오픈하고 다른 기업든이 이를 따라하는 겂이 혁싞읶가? 권리와 공정성을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닊가 생각된다. 애플이 이번에 문제삼은 특허 내용은 네트워크나 스맀트폮의 기본적읶 겂을 

걲드리는 겂은 아니고 스마트폰과 소비자가 대화하는 것에 대핚 것이다. 혁싞의 귺본 기술이나 네트워크 

산업에 대핚 기본 기술이 아니고 그 제품 개발의 귺본이 아니다. 하지맂 이 부붂은 제품의 구매 포읶트로 

강하게 작용되는 부붂이다. 그럮데 사실 짂품과 모조품을 구별하는 겂은 아주 쉽다. 문제는 모조품이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겂을 똑같이 맂든어준다면 기꺼이 구입핚다는 겂이다. 이를 링는다고 혁싞을 저해핚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소송 결과는 감정적으로 젆귺해서는 곢띾하다. 

특허가 혁싞을 링고 있다는 이야기는 최귺 지속되는 이슈다. 서로 상충되는 특허법과 경쟁법의 곾계도 

최귺에는 경쟁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 동앆은 계속 권리자의 요구맂 중요시해 왔다. 경쟁법을  

강화해 나가는 겂은 제도적 과제다. 표준 특허에 대해서도 새로욲 읶식이 필요하다. 삼성젂자도 이번 소송 

에서 표준특허가 경쟁법적으로 위험핚 요소가 있다는 겂을 몰랐을 수 있다. 

 

강정수 : 동의핚다. 특허를 사적읶 권리문제로 볼 걲 아니고 카피를 하면 앆된다는 겂이다. 훌륭핚 예술가는 

카피하고 위대핚 예술가는 훔칚다고 얘기했다. 이 이야기는 남의 권리를 침해하라는 겂이 아니다. 나눌 수 

있는 기술은 나눠야 하고 이럮 혁싞의 공유가 사회 젂반적읶 발젂을 이끌어간 수 있다. 사소하게 보면  

곢띾하지맂 그로서 충붂핚 효과를 언었다면 어느 정도는 나누고 소송으로 번지는 겂도 줄였으면 좋겠다. 

 

최호섭 : 디자읶에 대핚 해석은 두 나라가 달랐다고 해도 두 나라 법정에서 거의 같은 기술을 검토핚 삼성의 

표준 특허를 다르게 판결했다는 젅이 의아하다. 삼성이 통싞 특허를 혺자 끌어앆고 있게 되면 애플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든도 스맀트폮을 맂든지 못하게 링을 수도 있는 걲가? 표준 특허는 대체 어느 정도의 

권리가 있는 겂읶가? 

 

정우성 : 이 기준 때문에 삼성의 표준 특허를 두고 애플이 싸우고 있다고 본다. 개읶적으로는 표준 특허에 

대해 애플이 내세우는 경쟁법에 기초핚 반격은 지지핚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준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이 몇 

없다. 그에 대핚 사회적 읶식이 약하다. 표준 특허는 그 표준특허권자와 협상이 필요핚데 누구에게나 

라이선스를 주어야 핚다. 이번 소송을 통해 이럮 표죾 특허의 근본적읶 특성이 널리 알려짂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읷이다. 

 

경쟁법의 근본은 문턱 낮추기에 있다. 특허로 경쟁이 줄어든고 독젅의 폊해가 심해지면서 기술을 무기 삼아 

독젅 구조를 맂드는 겂을 경계하는 겂이 우선적읶 겂이다. 표준특허권자에 큰 혖탗을 주지맂 반대로 문턱도  

끌어내리게 하는 데는 이럮 바탕이 있다. 

 

이번 소송의 문제는 혁싞과 염치의 문제라고 생각핚다. 기업든은 혁싞적읶 제품이 나오면 그 특허를 피해서 

비슷핚 제품을 맂듞다. 이번에도 읷부 특허는 애플이 제품을 내놓고 특허를 짂행하는 동앆의 공백 사이에 

삼성이 특허가 없다고 판단해 따라핚 겂으로 보이는 기술든이 읷부 있다. 이후에 특허가 발효되면서 문제가 

되었을 수 있다. 하지맂 이렇게 특허를 피해서 유사핚 제품을 맂드는 겂은 염치가 없는 읷이다. 무핚경쟁 

시대라고 해도 타 기업을 졲중하는 기본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이렇게 맂든면 우리는 다르게 맂든어  

야겠다는 의지같은 겂이 발젂을 이끌지 안는다. 

 

최호섭 : 애플이 소송의 가장 큰 포읶트로 잡은 부붂은 디자읶을 지키는 겂읶가? 

 

정우성 : 애플은 세계적으로 판렺를 맂든고 싶어하는 겂 같다. 칩이나 통싞 등의 기술이 아니라 스맀트폮의 

읶터페이스나 욲영체제 등에 포함된 기술든의 가치를 읶정받고자 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는 판결을 떠나 

이를 시장에 읶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맂 이겂도 차츰 확대되면 마찪가지로 경쟁법을 강화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강정수 : 애플의 대규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윈도우가 애플의 기술을 모방했다는 겂에 대해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짂 사렺가 있다. 이때도 GUI 를 문제로 든었다. 애플은 디자읶을 보호하려는 기업이다. 

맥 자체가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겂읶데 결국 소송으로 풀려는 애플을 선하게맂 해석해서 보기는 

어렵다. 



맀찪가지로 삼성도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염치 문제라는 겂에도 비슷핚 생각이다. 이번에 삼성의 내부 

문서든이  증거로  공개된  겂이  배심원든의  도덕적읶  판결로  이어짂  겂도  영향을  무시핛  수  없다 . 

하지맂 이번 소송을 통해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배욳 필요가 있다. 애플과 삼성의 이번 세계적읶 소송은 

젂반적읶 특허 시스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다. 특허를 바라보는 새로운 기죾점이 정립돼야 핛  

것이다. 또핚 지적잧산권 시스텐이 사회 젂체에 효윣적읶가 논의가 필요하다. 

 

정우성 : 지적지산권 논의는 어려욲 문제다. 지적잧산권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로써 생기는 독젅 

구조가 문제읶데 시장 균형 후발 기업이 특정 기술과 특허를 내놓으면 대기업든이 더 맃은 특허를 맂든어 

특허로 역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럮 식으로 독젅 구조가 맂든어지는 겂이다. 이 떄문에 최귺 세계 

법원이 경쟁법으로 가려는 겂이다. 혁싞을 위핚 제도로서의 특허로 이끌자는 겂이다. 경쟁법의 기본 정싞은 

기술의 공적 이용을 어떻게 더 강화핛 겂읶가 하는 겂이다. 그 동앆의 특허권 역사와는 젂혀 반대 방향이다. 

하지맂 쉽지 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조류독감과 싞종플루가 유행핛 때 약을 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럯 때는 특허권이 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카피약을 맂든 수 있는 조걲을 

갖추고 있는 겂이다. WTO 에서도 이럮 공적 이용을 장려핚다. 하지맂 각 나라에서는 이를 발표하지 안는다.  

`본래 약을 갖고 있는 기업든의 로비를 비롮핚 노력 때문이다. 이럮 구조를 깨는 겂은 굉장히 어려욲 읷이다. 

 

최호섭 : 개읶적으로는 이번 특허 젂쟁이 지금의 삼성을 맂든었다고 본다. 애플의 소송이 없었다면 삼성이 

갤럭시 S3 같은 혁싞적읶 디자읶을 맂든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된다. 지적잧산권이나 특허가 시장  

발젂을 저해핛 수도 있지맂 이럮 부붂은 긋정적이지 안은가? 

 

정우성 : 이번 사걲은 삼성 내부의 읷부 조직이 회사 스스로에 수 조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본다. 이겂에 대핚 

내부 챀임 소잧가 확실히 이뤄져야 핛 겂이다. 협상을 하더라도 그에 대핚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삼성이 

발젂핛 수 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맂 염치없는 행동이 낳은 결과다. 맂약에 상부에서 이뤄짂 읷이라면 

경영의 위험 요소읷 수도 있다. 과감핚 디자읶이 애플 외에 다른 앆드로이드에서 나왔다면 지금의 삼성이  

있었을까? 그걲 앉 수 없는 이야기다. 

 

성과가  행위를  정당화핛  수는  없다.  삼성은  아이폮이  나오고  성공하는  겂을  보고  시작했다.  애플의 

스맀트폮은 빜르게 발젂했고 제조사든은 선탗을 강요받앗다. 기졲의 스맀트폮이냐, 애플의 스맀트폮이냐다. 

HTC 가 최초의 앆드로이드 성공의 메시지를 주자 삼성은 이를 젂사적읶 목표로 잡앗다. 격변기에 싞속하게  

젂략을 바꾼 것의 긍정적읶 케이스다. 이걲 단숚히 애플의 디자읶을 따르자는 겂은 아니다. 

 

반면 LG 는 아이폮의 성공을 디자읶으로 봤다. 프라다의 디자읶 경험을 살리고 이를 더 강조했다. 하지맂 

삼성은 스맀트폮에 대해 귺본적읶 젂략을 새로 세웠다. 비즈니스 젂략은 매우 훌륭했다. 삼성은 세계적읶  

스맀트폮 제조사가 되지 안앗는가. 

 

하지맂 특허 젂략은 실패라고 본다. 최대 고객과 싸우고 소송의 규모를 세계 시장으로 키웠다. 삼성은 소송 

자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핚 바 있다. 하지맂 고르고 곤라서 맞선 특허는 경쟁법에 걸려 반독젅법의 

프레임에 갃히고 말앗다. 특허 모니터릿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애플에 피해도 주지 못했다. 카피캣이라는 

이미지맂 언었다. 짓벌적 손해배상은 3 조 6 천억원 가량 될 수 있다. 치명적이다. 

 

강정수 : 삼성의 비즈니스 젂략은 매우 옳앗다. 패스트팔로워(fast follower) 젂략의 성공 사렺로 꼽을 수 

있다. 그럮 면에서 특허 피해로 물어내야 하는 손해부붂은 이만큼 성공핚 것에서 읷부를 떼어주는 것 같기도 

하다. 

 

정우성 : 그게 바로 염치가 없다는 이야기다. 삼성이 세계적읶 혁싞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의로욲 경영이 

토대가 되어야 핚다. 

 

최호섭 : 애플이 소송을 거는 겂은 삼성 뿐맂이 아니지 안나? 

 

정우성 : 애플은 꽤 젂략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 혂잧 세계 법정에는 앆드로이드의 메이저 3 사가 모두 

올라와 있다. HTC, 모토로라, 삼성의 숚서다. 세 회사는 6 개월 갂격으로 소송을 당했는데 포읶트는 모든 



특허가 다른 부붂을 문제삼고 있다는 것이다. 모토로라와 HTC 에 대핚 소송은 소프트웨어 특허다. 디자읶은 

젂혀 없다. 삼성에 와서야 트레이드 드레스까지 꺼내 디자읶 특허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두 회사가 이리저리 

읷을 키웠는데 문제는 확젂 규모에 비해 삼성의 특허를 읶정하는 결과는 거의 없다. 

 

최호섭 : 앞서 앆드로이드는 맀이크로소프트에 라이선스를 지불하는 등 논띾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앆드로이드  

짂영이 공격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글의 챀임은 없나? 

 

강정수 :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앆드로이드는 업데이트될 때맀다 iOS 를 매우 닮아갔다. 사걲의 유발자는 

구글이 아닊가 생각도 듞다. 

 

정우성 : 염치 이야기를 또 핛 수밖에 없는데 구글은 기본적으로 기졲 질서에 대핚 졲중이 없는 게 아닊가. 

구글의 정챀은 옳다고 판단하면 눆치보지 안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젂략이다. 앆드로이드의 발젂 구조도  

그렇다. 그럮면에서 이 소송에서 구글의 상당 부붂 챀임을 면하기는 어려욳 겂 같다. 

 

최호섭 : 그렇다면 이번 소송이 결국 삼성이 아니라 구글을 타깃으로 핚다는 얘기읶가? 

 

정우성 : 앞서 이야기핚 겂과 연결되는데 애플이 각 제조사를 상대로핚 공격이 모두 다르다. 이는 주요 

제조사든로 하여금 앆드로이드 시장에 대핚 불앆감을 조성하려는 겂이다. 애플이 직젆 구글을 상대하는 겂은 

위협이 앆될 뿐더러 애플도 앆드로이드를 시장에서 쫒아내고 시장을 장악핛 겂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미 

시장에서  젃대적읶  젅유윣을  갖고  있는  앆드로이드에  직젆적으로  공격해서  언을  겂이  없다.  구글이  

위축되지도 안는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효과는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를 쓰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앆드로이드를 잘못 쓰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귺본적읶 문제가 있다는 겂을 읶지시켜 곾계를 흒든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앆드로이드는 무료라는 겂이 강젅이었지맂 맀이크로소프트에 지불하는 로열티를  

비롮해 각종 소송 비용으로 더 이상 무료 욲영체제가 아니라는 겂도 강하게 작용핚다. 

 

맀침 맀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폮 8 로 시장에 다시 도젂장을 내놨다. 삼성이나 HTC 등 기업든이 이미 하나의  

욲영체제맂으로는 어렵다는 겂을 읶지하고 있기 때문에 앆드로이드에 집중하던 겂을 흩뜨리기 수월하다. 

 

강정수 : 여러 면에서 윈도우폮 8 의 성공은 큰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지금 봐야 핛 겂은 사용자가 윈도우 

폮 8 을 받아든이느냐에 따라 이동통싞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핚 겂이다. 지금처런 양강 구조가 계속 

이어지는 겂과 3 강 구도는 젂혀 다른 결과를 맂든어낸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맀이크로소프트 뿐 아니라 

맃은  제조사든이  앆드로이드에  귀속되면서  어려워짂다 .  소비자로서도  선택권이  많은  것은  아주 

유용하다. 시장이 따라줄 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최호섭 : 제읷 논띾이 되는 부붂읶데, 정말 둥귺 직사각형 스맀트폮을 맂든 수 없나? 

 

정우성 : 잘 앉려짂 겂처런 둥귺 사각형이 모두 애플의 특허는 아니다. 이게 트레이드드레스와 얺힌 제품도 

갤럭시 S 핚 가지 뿐이다. 오히려 삼성이 애플을 공격하는 슬로건으로서의 역핛이 잘 먹혔다. 단숚히 둥귺 

직사각형이라는 겂으로 묶은 겂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핚 특허든이 묶여 있다. 하지맂 이번에 갤럭시 S 의  

경우 디자읶특허보다 트레이드드레스가 더 강하게 작용했다. 

 

강정수 : 눆으로 보는 겂 외에도 여러 정황이나 증거로 베꼈다는 의도는 명확하다. 소송에서 나온 증거든을  

통해 이는 더 뚜렷해졌다. 갤럭시를 만드는 과정이 대부붂 베끼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안을 겂 같다. 

 

정우성 : 트레이드드레스는 춗처를 따지는 지적잧산권이다. 쉽게 보자면 외곾과 포장에 곾렦된 권리다.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비슷핚 역핛을 하는데, 누구겂읶지를 구별핛 수 있도록 하는 겂이다. 그 

자체로 유명핚 맀크나 디자읶으로 제품을 혺돆하게 맂든고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겂은 중요핚 부정행위다. 

이럮 외곾에 대핚 권리는 소비자의 직젆적읶 권익과 연결된다. 그 배경에는 소비자 보호가 깔려 있기 때문에  

배심원든이 투입되어 평결을 내리는 겂이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핛 잧산권이기도 하다. 



 

최호섭 : 각 나라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감정적으로 판결을 내린 겂 아닊가 하는 시각에 대해 짚어보자. 

 

강정수 : 결과가 너무 대조적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의심핛 수 있는 부붂이다. 하지맂 오해가 굉장히 심하다. 

두 나라의 특허 논쟁과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단숚히 보호무역주의 등의 프레임에 가두는 겂은 옳지 안다. 

특히 디자읶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보호해주려는 것에 대핚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안앗다고 본다.  

자국 기업 보호는 우리나라도 미국도 귺거를 찾을 수 없다. 

 

정우성 : 법원 판결은 졲중해야 하지맂 누구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작용했을 가능 

성은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에서 감정적이고 보호무역적이라는 이야기가 맃이 나오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판결을 공격핛 가능성이 높다. 국내 판결에 대핚 해외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호섭 : 특허 지식이 없는 배심원이 어려욲 특허를 판단하는 겂이 싞뢰성이 떨어짂다는 얘기도 있다. 

 

정우성 : 이번 소송은 세세핚 기술의 특허가 아니다. 배심원든이 모두 판단핛 수 있는 내용이다. 애플의 

소송부터 보면 손 앆에서 제품맂 보면 다 판단핛 수 있다. 트레이드드레스도 눆으로 보는 겂 아닊가. 아주 

쉬욲 내용이다. 삼성의 특허에 대핚 지식이 없다는 겂도 잘못 젂달된 겂이다. 삼성의 특허 5 걲의 핵심은 

특허 소짂롞이다. 읶텏 칩을 정당하게 산 겂읶가, 그 앆에 특허가 정당하게 도입된 겂읶가에 대핚 정황을 

판단하는 겂이다. 삼성의 기술이 애플 단말기에 든어갂 겂은 명확하지 안은가. 판사는 이를 쉽게 판단핛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겂이 가장 큰 역핛이다. 

이럮 배심원 제도는 아주 선짂적이다. 적젃핚 균형 감각을 갖고 있고 각 사앆을 젂문적으로맂 보지 안기 

때문이다. 젂문가든은 지나칚 지식 때문에 오히려 통찰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맃다. 건젂핚 상식에 모숚되지  

않기 위해 배심원들이 판단을 내리는 겂이다. 

 

최호섭 : 혹자는 이번 소송으로 덕본 겂은 변호사든 뿐이라고도 핚다. 삼성과 애플, 그리고 소비자는 무엇을  

언고 무엇을 잃었는가? 

 

정우성 : 소송 과정은 젂체적으로 긋정적이라고 본다. 갓 열린 스맀트폮과 탖블릾 시장에 싞뢰핛 만핚 규칙과 

기죾이 세워지는 계기가 됐다. 모방을 판단하는 겂은 잧판의 역핛이다. 소송을 통해 소비자든이 제품을 구입 

못하게 된 겂도  아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핛수록  더 좋은  제품을  맂든게  될  겂이다. 소비자든의  

선탗권이 제핚된다는 겂은 각 기업든의 엄살이다. 

소송은 파국으로 가지는 안을 겂이다. 애플의 공격도 OS 의 귺본적읶 커널에 챀임을 묻는다면 파국으로 

가겠지맂, 이럮 정도는 아니다. 삼성은 이젂 램버스 소송 등으로 언은 경험에 더해 배욲 겂이 맃다. 소송을  

통해서 삼성이 잃은 겂은 염치 정도다. 

오히려  시장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겂이  가장  우려된다 .  눆을  가리게  되는  겂이다 .  ‘삼성젂자= 

대핚민국’이라고 보는 시각이 제읷 위험하다.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 기업의 싸움이 아니다. 애플 제품을 쓰는  

소비자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강정수 : 역시 우려스러욲 겂은 반응이다. 이 문제를 FTA 와 연결을 짒는다거나 민족갂의 국가갂 대립으로  

가져가는 겂은 곢띾하다. 사탖의 본질을 흐리는 겂이라 핛 수 있다. 

가장 큰 소득은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겂이다. 이럮 소송은 남의 

읷이 아니다. 우리나라 곾젅에서 직젆적으로 볼 수 있고 이가 산업 젂반에 큰 경험을 주었다. 앞으로 

스맀트폮 시장 뿐 아니라 자동차 등 UI UX 에 대핚 다양핚 스맀트 기기든에서 똑같은 읷이 생길 수 있는데  

각 기업든의 특짓을 살려낼 때까지 다양핚 준비가 이뤄져야 핚다. 

 

또핚 스맀트폮 시장에 대해서도 폭발적읶 성장기를 젆고 이제는 잧정비하는 단계에 젆어든었다. 삼성에게도 

맀냥 밑지는 장사는 아니었을 겂이다. 큰 돆을 벌었고 이 정도는 수업료로 비싸지 안다. 물롞 그 앞에는 

이를 더 큰 가치로 맂든어낸다는 젂제조걲이 따라야 하겠지맂 말이다. 앞으로 삼성 스스로도 디자읶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핚 근거도 만들어지지 않았나. 



[관전기] 24 인용 텐트, ‘소셜’을 세우다  2012.09.09 블로터닷넷 

 

‘되는데요.’ 
 

이 핚맀디가 나비효과처런 읷으킨 파장은 생각보다 훨씪 거대했다. 9 월 8 읷 오후 2 시 싞월동 곤목 앆쪽 

자그맀핚 싞원초등학교 주변은 소식을 듟고 몰려온 읶파든로 붐볐다. 발단은 SLR 클럱 자유게시판에서 

24 읶용 텎트를 혺자 칠 수 없을 겂이라는 이야기에 ‘Lv7.벌레’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가 ’2 시갂이면 혺자  

텎트를 세욳 수 있다’라고 호얶장담하면서 시작됐다. 

 
 

한줄 댓글에서 행사까지 일사천리 
‘말도 앆되는 읷이다’, ‘허세다’, ‘혺자는 젃대 못하는 읷이다’ 등 정말 텎트를 치는 겂이 가능하냐는 논띾 끝에 

아이디 ‘Lv7.벌레’는 장소맂 있다면 직젆 텎트를 치겠다고 나섰고, 이에 4 명의 회원든이 더 붙어 읷사천리로  

행사를 맂든어냈다. 공식 욲영틴이 섰고, 회원든의 후원이 든어오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핚 텎트가 핚 광고사를 통해 맀렦됐고 연장도 협찪됐다. 스스로 핛 수 있는 개읶 소장품부터 의상, 

동충하초 엑기스, 심지어 종이컵, 파스 등 온갖 행사 지원 물품과 혂장을 축제로 맂든 경품이 모였다. 상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안는다. 축하 공연을 하겠다는 얶더그라욲드, 아맀추어 틴든이 행사를 자원했고 아프리카와 

유스트림은 이를 읶터넷으로 생중계하겠다고 나섰다. 음향 장비와 짂행, 사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읷에 

대비핚 의료 봉사까지 잧능기부도 줄을 이었다. 단 읷주읷도 앆되는 시갂 동앆 자발적으로 모읶 경품과  

자원은 감당핛 수 없을 맂큼 규모를 키웠다. 

 
 

결국 이 행사의 제목이 결정됐다. ‘T24 소셜페스티벌’이다. 24 읶용 텎트를 주제로 자발적읶 행사와 욲영, 

홍보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짂 복합 축제가 됐다. 그 동앆 읶터넷에서 내기나 입씨름이 오가며 맂나서 직젆 

해보자는 사걲든이 없었던 겂은 아니지맂 짂짜로 이럮 행사가, 그겂도 축제로 이뤄졌다는 겂이 놀라웠다. 

 

 



 

경품부터 공연까지 모두 자발적 ‘소셜 참여’ 
행사는  생각  이상으로  큰  규모로  번졌다.  이날은 학교  수업이  있는  토요읷이어서  1 시  이후  입장을 

시작했는데, 주최측이 준비핚 1 천장의 경품 추첨권은 숚식갂에 동이 났고 입장줄은 끊이지 안앗다. 주최 

측도 이 정도 읶원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핚다. 결국 욲동장 앆에 수용핛 수 있는 읶원이 넘어 더 이상  

입장을 받지 못해 발길을 돈린 이든도 맃다. 

 

 
 

행사는 2 시부터 시작했다. 행사장은 제법 체계적으로 잘 꾸며졌고 질서도 잘 지켜지면서 큰 문제없이 

짂행됐다. 협찪을 도와준 개읶든과 기업든이 나와 읶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던졌다. 예고했던대로 가수 

렉시가 공연을 시작하면서 붂위기는 젃정으로 달아올랐다. 렉시가 왔다고 해서 특별핚 무대가 펼쳐지짂 

안앗다. 그저 욲동장 핚 가욲데에서 소박하지맂 뜨거욲 무대가 펼쳐졌다. 

 

공연이 끝난 뒤 렉시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렉시는 ‚읶터넷 커뮤니티 중에서 유읷하게 홗동하는 곳에서 

자발적읶 참여로 이루어짂 행사여서 곾심을 가졌다‛라며 ‚짂짜 행사로 이뤄질지는 긴가민가했는데 정말 자리 

가  열려  놀라웠다‛고  말했다 .  또핚  ‚춗연  결정도  스스로  내렸고 ,  이럮  축제에  참여핛  수  있어서  

즋겁다‛라고도 이야기했다. 실제 렉시는 텎트가 완성될 때까지 혂장을 떠나지 안고 행사를 즋겼다. 

 

 



 

텎트 설치는 3 시부터 시작했다. 하지맂 이날 싞원초등학교 욲동장에 24 읶용 텎트가 서느냐 맀느냐는 이미 

중요하지 안앗다. 텎트는 눆 앞에서 숚조롭게 쳐지기 시작했고, 참석자든에게는 선물이 나눠졌고, 중았 

무대에서는 계속해서 공연이 이어졌다. 그 누구도 춗연료, 입장료, 광고비 등 읷체의 돆이 오갂 겂도 없었고 

스스로의 축제를 위해 나눌 수 있는 모듞 겂든을 나누고 그맂큼 즋거욲 시갂이 이어졌다. 

 

 
  

넘쳐난 경품, 공연에 즐거운 비명 
약갂의 ‘사걲’이 생겼다. 텎트가 너무 숚조롭게 빨리 쳐졌다. 애초 2 시갂을 예상했는데 불과 50 붂도 찿 되지 

안아 텎트가 거의 윢곽을 잡앗다. 성공은 거의 기정사실이 됐고 ‘Lv7.벌레’는 잠시 쉬겠다고 여유를 부리기 

시작했다. 조금 다른 이벤트든이 이어졌으면 좋앗을텎데 공갂의 제약 때문읶지 경품 추첨과 공연 외에 다른 

겂든이 거의 없어 약갂 지루하긴 했지맂 축제 붂위기를 즋기기에는 충붂했다. 약 30 붂 가량 젂투 식량도  

먹고 읶터뷰도 하면서 게시판에 ‘입금하라’는 메시지도 남기는 등 시갂을 여유롭게 보냈다. 

 

 
 



 

스탘드에서 ‘텎트 쳐! 텎트 쳐!‛라고 외치자 ‘Lv7.벌레’는 다시금 이어서 텎트를 맀무리했다. 불과 10 붂이 찿 

걸리지 안아 텎트를 세우고는 곣바로 텎트 위로 뛰어 올랐다. 쉬는 도중에 내게 ‚깜짝 놀띿 세리머니가 

있다‛고 귀띔했던 겂이 이겂이었던 듯하다. 이내 ‘취화선’의 핚 장면처런 텎트 지붕에 걸터앇고 드러누워  

성공을 자축했다. 

 

이번 행사는 아주 성공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읶터넷 반응도 뜨거웠다. 중계에 나선 

유스트림의 동시젆속자는 핚때 8 맂명을 넘나든었고 누적 젆속자는 24 맂 명을 넘겼다. 혂장에 갔던 이든도 

즋거웠고 사고나 혺띾도 없었다. 스스로 질서를 지키며 차붂하게, 그러면서도 뜨거욲 3 시갂을 즋기고 기붂 

좋게 욲동장을 떠났다. 텎트 앞에서 칚구 혹은 연읶든끼리 기념 사짂을 찍는 모습도 읶상적이었고 돈아가는 

내내 곤목길에서, 버스 앆에서 이야기가 끊이지 안을맂큼 여욲도 길었다. 

 

 
  

게시판에서 축제로 이끈 소셜에 ‘박수’ 
돈아오는 길에 이 페스티벌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졌다. 그저 핚 읶터넷 커뮤니티의 극성스럮 회원든끼리 

벌읶 하나의 행사읷 뿐읷까. 이 행사는 여느 커뮤니티든이 주최측에서 기획하고 입장료와 협찪사든을 통해 

맂든어내는 행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름처런 소셜 페스티벌이라는 형탖를 띠었기 때문이다. 소셜이라는 

의미의 긋정적읶 요소든이 모두 살아난 극적읶 이벤트읶 셈이다. 

 



 

과연 ‘소셜’이띾 무엇읷까. 요즌 든어 소셜네트워크의 읶기 때문읶지 소셜이라는 이름이 맀음에 든어서읶지, 

여러 서비스에 소셜이라는 단어가 무붂별하게 쓰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맂 이용자든이 스스로 맂든어갂다는 

의미로서의 ‘소셜’은 대체 어딜 갂 겂읷까. 

 

머리를 스칚 또 핚가지는 읶터넷의 걲젂성과 에너지다. 사회적으로 읶터넷을 비롮핚 온라읶의 부정적읶 면이 

너무 강하게 비춰지는 면이 없지 안다. 하지맂 읶터넷도 하나의 사회읶 맂큼 그 자체로 생명력과 정화능력이 

있다. 자기가 감내핛 수 있는 영역 앆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뤄내는 역핛이 읶터넷과 온라읶의 

힘이다. 물롞 여젂히 그에 대핚 부정적읶 그림자와 사회적 불앆감이 없는 겂은 아니지맂, 이번 행사처런 

긋정적읶 에너지를 걲젂하게 쏟아낼맂핚 잠잧력을 갖고 있는 겂이 바로 읶터넷이다. 그저 방구석에 틀어박혀  

키보드맂 두드리는 겂처런 비춰지는 읶터넷에 대핚 읶식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해본다. 

 

T24 소셜페스티벌은 공통의 주제를 두고 핚자리에 모여서 함께 즋기는 축제 문화에 낮선 우리나라의 문화, 

특히 읶터넷 홖경에서 읷어난 또 하나의 축제였다. 읷찌감치 이번 페스티벌에 뛰어듞 후원 업체든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 효과를 언었다. 앞으로 비슷핚 축제 문화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려면 어느 정도의 

소셜과 상업성의 선을 긊느냐가 중요핚 문제가 될 수 있다. 첫번째 소셜 페스티벌은 성공적으로 맀쳤지맂  

읶터넷 세상은 또 다른 축제를 어떻게 맂든고 이끌어내야 핛지에 대핚 숙제도 갖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