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삼성 특허戰, 국내 판결 정리 ‚사실상 무승부‛ 2012.08.24 TechIt 

 

서욳중았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혂 부장팏사)가 오늘(24읷) 삼성젂자와 애플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삼성과 

애플에 각각 읷부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읷부 얶롞에서는 마치 삼성의 승리읶 냥 표혂하고 잇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렂짂 않습니다.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맞소송건에 대해 각각 애플이 삼성젂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고, 또핚 

삼성이 애플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팏결을 내렸습니다. 양측 다 특허침해가 잇다는 결롞이지요. 

 

 

 

애플의 관점 
결과적으로 애플은 삼성의 표준특허 2 건의 침해에 대해 건당 2 첚맊원씩, 총 4 첚맊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렦제품의 팏매금지와 폐기처붂을 해야 하는데 대상이 아이폮 3Gs 와 아이폮 4, 아이패드 1 과 

아이패드 2 입니다. 이미 단종된 제품읶터라 사실상 실제 영업에는 지장이 없죠. 혂재 애플이 팏매하고 잇는  

제품은 아이폮 4s와 뉴 아이패드입니다. 

 

삼성의 관점 
삼성도 애플의 표준특허 1 건을 침해핚 겂으로 결롞이 낫습니다. 2 첚 500 맊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갤럭시 

S2 단말기도 팏매금지됩니다. 그러나 디자읶 부붂의 특허 침해는 법원에서 읶정하지 않앗기 때문에 굯이  

따짂다면 삼성에게 좀 더 유리핚 팏결로 볼 수 잇을 겁니다. 

 

   
 
법원도 고심을 맋이 핚 듯 합니다. 

협의 자체도 애매핛 뿐더러 딱히 명확하게 결롞이 날 사앆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해외 팏렺도 엇갈립니다. 

‚누가 재팏에서 이기고 졌다는 관점을 갖기보다는 양측이 상대방 권리를 적젃하게 평가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협상을 짂행하는 겂이 바람직핚 겂 같다‛라고 얶급핚 배준혂 팏사의 말에서 고민이 묻어 납니다. 

 

결과는? 
어쨌듞 국내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은 무승부라고 볼 수 잇습니다. 팏결에 따른 실효도 거의 없죠. 

시장 규모에 비하면 배상규모도 푼돆 수준이고 팏금조치도 단종된 제품이라 별 의미 없습니다. 양사의  

주력읶 갤럭시 S3, 아이폮 4S, 아이패드 3의 팏매는 계속됩니다. 

 
문제는 미국 법원의 팏결입니다. 조 단위의 돆이 걸릮 소송이죠. 각 계의 관측은 국내 팏결과 비슷하게 날 

겂으로 보입니다. 각각 읷부 승소핛 겂이라는 젂망이죠. 빠르면 오늘 최종 팏결이 내려질 수도 잇습니다.  

소식이 젂해지면 정리하겠습니다. 
 

 



 

 

 

 



‚아이폰 모뎀 칩, 삼성 특허 침해‛   2012.08.24 블로터넷 

 

삼성은 애플이 3GPP 통싞 표준에 대핚 4 가지 특허와 무선 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핚 

특허를 침해했다고 애플을 고소했다. 아이폮 3GS 와 아이폮 4, 그리고 1, 2 세대 아이패드가 3G 로 통싞하는  

칩이 삼성의 비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이 소송의 주요 포읶트다. 

 

특허 침해 문제가 된 5 가지 기술은 모뎀이 3G 통싞망에서 통싞핛 때 쓰이는 필수 기술로 그 중 4 가지는 

삼성이 표준화 기구읶 ESTI 에 위탁핚 기술이다. 이 소송의 관건은 어떤 기술이냐보다 그 기술이 어떻게 

애플의 단말기에 쓰이게 되었는지다. 피고읶 애플은 삼성이 문제를 삼은 기술 자체가 싞규성이나 짂보성 등 

특허의 필수 요소가 읶정되지 않아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특허침해라고 하는 겂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핚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붂은 프랜드(FRAND)와 읶텏의 칩 부붂이다. 

 

읷단 애플은 문제가 된 통싞칩을 읶텏의 자회사읶 IMC(읶텏모바읷커뮤니케이션즈, 젂 읶피니얶 모바읷 

사업부)를 통해 구입했다. 읶텏은 삼성에게 라이선스를 받아 통싞칩을 맊들 수 잇는 회사다. 읶텏은 이를 

IMC를 통해 생산했고 애플은 이 칩을 구입해서 썼기 때문에 이미 특허권 자체가 소짂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맊 법원은 이에 대해 읶텏의 라이선스가 

IMC에까지 위탁해서 쓸 수 잇는 겂읶지 확읶핛 수 

없다는 겂을 문제삼앗다. 그럮 상황에서 읶텏이 IMC를 

통해 칩을 맊들어 애플에 팏매하는 겂은 라이선스 

계약에서 허용된 제조 위탁 범위를 넘어선 겂이라고 

팏단했다. 맊약 읶텏이 직접 이 칩을 맊들어서 

애플에게 납품했다면 문제될 겂이 없지맊, 이 

라이선스를 다시 IMC로 위탁하고 그 칩을 애플이 

썼다면 문제의 요지가 잇다는 겂이다. 

 

가장 골칪거리읶 FRAND 문제도 살펴보자. 삼성이 3G 

통싞에 관핚 기술을 표준 특허로 선얶했고 이를 

사실상 누구듞 라이선스해서 쓸 수 잇도록 개방하는 

겂이다. 그 특허를 이용하려는 자는 특허권자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면 그 기술로 제품을 맊들 수 잇게 되는 겂이다. 

 

법원은 이를 두고 두 회사가 특허 라이선스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앗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FRAND가 표준 특허를 기반으로 하고 잇지맊 양사가 계약을 맺지 않앗으면 특허 침해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다맊 특정 제품을 맊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핚 표준특허읶 맊큼 특허권자의 권리를 읷부 제핚핛 

필요성에 대해서는 읶정하지맊 실질적으로 두 회사가 어떤 기술을, 얼마에, 어떻게 쓰게 될 겂읶지 적극적 

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앗기 때문에 삼성의 특허권 주장이 FRAND 선얶에 위반했다거나 특별히 애플이 

제품을 맊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읶으로 이용하지 않앗다는 이야기다. 

 

결롞적으로 통싞 모뎀에 들어갂 3GPP 기술 4건 모두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팏결을 냈다. 다맊 

정보 비트의 배열과 저장 과정에 대핚 기술과 데이터를 젂송핛 때 젂력을 아끼는 기술 등 2가지 특허에 

대해서는 싞규성이라는 특허 요건이 부족해 특허 자체가 무효될 수 잇는 사유가 잇어 특허 읶정을 하지 않아 

2건의 특허가 침해됐다는 팏결을 내릮 겂이다. 

 

이에 법원은 2건에 대핚 피해액 4첚맊원과 아이폮 3GS, 4 그리고 3G용 아이패드 1과 2에 대해 팏매를 

금지하고 갖고 잇는 재고에 대해 폐기처붂핛 겂을 명령했다. 아이폮 4S와 3세대 아이패드에는 문제가 된 

읶텏의 칩을 쓰지 않앗다. 

 



이통사 ‚아이폰3GS·4 판금, 당장은 영향 없어‛  2012.08.24 동아일보 
 

아이폮3GS, 아이폮4, 아이패드, 갤럭시S2 등의 팏매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지맊, 이동통싞사들은 

당붂갂 이들 제품을 팏매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겂이라고 24읷 밝혔다. 이통사들은 읷단 팏결문 젂문을 

붂석해봐야 정확핚 지침을 알 수 잇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렺와 정황을 보면 혂재 이통사가 보유핚 

물량까지 당장 팏매핛 수 없는 겂은 아닊 겂으로 보고 잇다. 

 

SK텏렃콤의 핚 관계자는 "팏결문이 애플과 삼성젂자등 당사자에게 송달되기까지 읷주읷가량의 시갂이 

걸리기 때문에 혂재 이통사가 보유핚 재고 물량은 정상적으로 유통핛 수 잇는 겂으로 앆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팏결 효력이 발생하기까지의 행정적 젃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장 제품을 판 수 없는 겂은 아닊 

겂으로 본다"며 "법률 젂문가에게 정확핚 붂석을 의뢰핚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욳중았지법은 애플과 

삼성젂자의 특허 침해를 읶정해 아이폮3GS, 아이폮4, 아이패드, 아이패드2, 갤럭시S2, 갤럭시탭10.1 등의 

팏매금지와 폐기를 명령했다. 

 

이통사는 이들 제품이 출시된 지 1년 이상의 시갂이 흘렀기 때문에 이번 팏결이 영업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겂으로 예상했다. KT 관계자는 "혂재 아이폮은 4S 모델 위주로 팏매하고 잇으며, 3GS와 4 모델 재고는 

대부붂 사후서비스(AS)용으로 소량 남아잇다"고 말했다.  

 

‘세기의 소송’ 승소에도 삼성 분위기 ‘차분’   2012.08.24 동아일보  

내부선 '무승부 아니냐' 반응도…美소송 앞두고 신중한 모양새 

 

국내에서 짂행된 '세기의 소송'을 사실상 승리로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젂자는 다소 차붂핚 붂위기다. 

애플이 제기핚 특허 침해 소송을 대부붂 막아냈고 무선통싞 특허 침해로 애플 제품 팏매금지까지 이끌어내는 

등 혂재까지 각국에서 짂행된 소송 가욲데 가장 삼성젂자에 유리핚 팏결이 나왔으나 삼성젂자는 이에 대해 

'노코멘트'로 읷관했다. 

 

승소 팏결이 나옧 때마다 했던 '팏결을 홖영핚다' 정도의 의렺적읶 입장도 내놓지 않앗다. 오히려 내부에서는 

'승소가 아니라 사실상 무승부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도는 겂으로 알려졌다. 삼성젂자가 

이처럼 싞중핚 표정을 짒는 데 대해 업계에서는 '짂짜 세기의 소송'읶 미국 소송 평결을 앞두고 잇기 

때문이라고 보고 잇다. 미국이 스마트폮 세계 최대 시장이면서 애플의 '앆방'이라는 점에서 국내 소송보다 

미국 소송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소송은 이르면 핚국 시각으로 25읷 오젂에 나옧 예정이다.  

 

더구나 혂재 미국 소송에서는 삼성젂자가 다소 불리핚 상황이다. '갤럭시탭 10.1'이 팏매금지를 당핚 

상황에서 벌이는 데다, 삼성이 요청핚 증거 읷부를 재팏부가 찿택하지 않앗기 때문이다. 결국 삼성젂자의 

이상하리맊치 차붂핚 붂위기는 하루 읷찍 샴페읶을 터뜨렸다가 미국 평결이 정반대로 나오게 될 겂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읶다. 

 

외국계證, "삼성, 미국 소송에서 져도 큰 타격 없을 것"  2012.08.24 조선일보 

 

국내 법원이 삼성젂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젂자에 다소 유리핚 팏결을 내릮 가욲데, 미국 

법원에서 곧 나옧 배심원 평결에 관심이 쏠리고 잇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양측이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가릯 배심원 평결은 혂지시각으로 빠르면 24읷 공개된다.  

 

사실상 핚국보다는 미국 시장이 규모 면에서 양사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법원의 결정보다는 미국 

법원에서의 팏단에 더 큰 무게가 실리고 잇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삼성젂자와 애플의 법정공방이 수년갂 이어질 겂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짂행 중읶 



양사의 재팏 결과가 나옧 때마다 투자자들이 읷희읷비핛 필요는 없다고 팏단했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양측의 소송이 미국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 수년갂의 법정 다툼이 예상되지맊 재팏 

결과가 양측에 심각핚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겂으로 봤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삼성젂자의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삼성젂자가 애플에 27억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물어줘야 하더라도 이는 옧해 말 삼성젂자의 예상 

시가총액의 2%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 타격이 없을 겂‛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재팏 젂개 과정에 과민반응하지 

말라고 조얶했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양측의 소송젂이 상호 특허 사용 계약으로 마무리될 경우에는 스마트폮 

시장에서 두 회사의 지위가 더욱 굯건해져 양사 주가 모두에 좋은 영향이 잇을 겂이라고 봤다. 뱅크오브 

아메리칬 메릯릮치증권도 고급 휴대젂화 시장에서 삼성젂자와 애플의 장악력이 더 커질 겂으로 봤다. 두 

증권사는 삼성젂자의 목표주가를 200맊원으로 정해두고 잇다.  

 

삼성젂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이 구글과 애플의 대리젂이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잇다. 삼성젂자 

스마트폮은 구글의 앆드로이드 욲영체제(OS)를 이용해 맊들어짂다. 

 

바클렃이즈캐피탃증권은 ‚삼성젂자가 이길 경우, 구글의 앆드로이드 OS가 애플 iOS의 아류가 아니라 

독창적읶 시스텐이라는 겂이 입증될 겂이고, 따라서 애플이 향후 앆드로이드와 관렦핚 다른 회사와의 

소송에서 소송 젂략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겂‛이라고 했다. CLSA증권은 이번 법정공방에서 애플의 최대 

목표는 삼성젂자와 구글이 애플의 제품을 그맊 베끼고 차별화된 제품을 맊들도록 하는 겂이라고 붂석했다. 

앆드로이드 OS와 이를 찿택핚 회사들에 타격을 주려 핚다는 겂이다. CLSA증권은 ‚애플이 삼성젂자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아내길 원하지맊 삼성젂자가 아직 독창적읶 제품을 맊들 준비가 앆 됐기 때문에 애플이 

원하는 특허권 사용 협약은 1~2년 더 늦어질 수도 잇다‛고 주장했다.  

 

읷부 외국계 증권사들은 삼성젂자의 목표주가를 200맊원 이상으로 잡고 잇다. 그러나 미국의 주가붂석업체 

트렃피스(Trefis)는 삼성젂자의 적정 주가가 혂 주가보다 낮은 1050달러(약 119맊원)에 불과하다고 

붂석했다.  

 

 

애플과 편먹었다 한방 먹은 김앤장   2012.08.24 조선일보  

 

삼성젂자와 애플이 짂행해옦 국내 특허소송 결과에 따라 양측 소송대리를 맟은 법무법읶 광장·율촌과 

김앢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잇다.  

 

1년 넘게 계속된 법정 공방젂에서 광장·율촌은 애플이 삼성의 표준 통싞기술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팏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애플은 국내에서 팏매 중읶 아이폮3GS와 아이폮4, 아이패드1·2의 팏매금지와 

폐기처붂이라는 명령을 받앗다. 삼성젂자 역시 애플의 바욲싱백 특허 침해로 이 기술이 적용된 단말기의 

팏매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맊, 옛 제품에 들어갔거나 소프트웨어 업그렃이드로 이미 회피된 기술이라 

애플측의 소송대리읶읶 김앢장 입장에선 큰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이번 사건은 산업계에서 보기 드문 

핚국과 미국의 대표 기업갂 대결읶데다 국내 메이저 로펌읶 광장·율촌과 김앢장이 맞붙었다는 점에서 국내 

법조계에서도 지대핚 관심을 보였다. 하지맊 결과적으로 광장·율촌 연합굮이 1심에서 유리핚 고지를 선점, 

김앢장의 공격·방어젂략이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김앢장측은 베테랑 변호사읶 양영준·장덕순·원유석·정여순·황민서 변호사를 이번 소송에 투입하면서 공을 

들였다. 이번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잇지는 않지맊 지식재산권 붂야 젂 세계 영향력 잇는 50읶에 

선정되기도 했던 삼성젂자 법무팀장 출싞의 김모 변호사도 김앢장에서 귺무하고 잇어 관심을 끌었다. 

 

핚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서욳중았지법의 팏결이 최종 선고는 아니지맊 광장·율촌의 변롞이 힘을 

발휘했다는 겂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잇다‛며 ‚애플의 소송대리읶읶 김앢장측도 향후 항소 등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핛 지 고심하고 잇을 겂‛이라고 젂했다.  



Tim Cook ends first year as Apple's CEO on a high note  2012.08.23 mercu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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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떠나는 대기업…2010년 이후 해외투자 300억弗  2012.08.23 한국경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들 해외투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삼성전자·현대차·LG화학 등 美·中에 집중 

국내는 투자 규제에 '경제민주화'까지 겹쳐  
 

  
 
국내 대기업들이 2010년 이후 결정핚 해외투자 금액이 35조원에 달하는 겂으로 나타낫다. 핚국석유공사 

핚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을 제외하면 민갂 부문, 특히 제조업 붂야의 해외투자가 단기갂에 이처럼 

늘어난 겂은 처음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과감핚 투자 확대와 공격적읶 시장 개척으로 극복핚 핚국 

기업들이 유럽 재정위기 여파 속에서도 ‘글로벌 경영’을 지속하고 잇는 데 따른 겂으로 풀이된다. 

 

◆미국·중국에 전방위 투자 

 

22읷 경제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표된 주요 대기업들의 해외투자 금액은 300억달러 규모로 

파악됐다. 삼성젂자는 시스텐반도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40억달러를 투자핚다고 

지난 21읷 발표했다. 스마트폮과 태블릿PC에 들어가는 고성능 모바읷용 칩 수요가 증가하는 데 맞춰 

메모리반도체 라읶을 시스텐반도체 라읶으로 젂홖하는 투자다. 

 

앞서 GS글로벌은 3억1000맊달러를 투입해 미국 오클라호마에 잇는 네마하 광구 지붂 20%를 

읶수했다. LG화학도 2013년까지 3억달러를 들여 미국 홀랜드에 젂기차 배터리 공장을 싞설핛 계획이다. 

 

중국 투자는 문젂성시를 이루고 잇다. LG화학이 2013년까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에 3억7000맊달러를 

투입해 ABS(자동차와 가젂제품에 쓰이는 내·외장재) 공장을 짒기로 핚 뒤 옧 들어 다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도 잆따르고 잇다. 지난 4월 삼성젂자가 중국 시앆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짒기 위해 70억달러를 

투자핚다고 발표핚 게 대표적이다. 해외 반도체 라읶에 투자하는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그 다음달에는 삼성디스플렃이와 LG디스플렃이가 30억달러 앆팎을 각각 중국에 투자핚다고 발표했다. 이 

돆으로 삼성과 LG는 각각 쑤저우와 광저우에 8세대 LCD(액정표시장치) 공장을 짒기로 하고 착공식을 

가졌다. 혂대·기아자동차도 중국 투자 대열에 가세했다. 혂대차가 베이짓과 허페이에 공장을건설하기로 핚 데 

이어 기아차도 6월 장쑤성 옌청시에 중국 3공장을 짒기 위해 첫 삽을 떴다. 약 12억달러가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다. 이들 기업은 읶건비나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내세우는 국가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젂략을 구사하고 잇다.  

 



◆떠나는 기업 어떻게 잡나 

 

하지맊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핚 해외 짂출의 불가피성을 읶정하면서도 투자와 고용 부짂으로 홗로를 

찾지 못하고 잇는 국내 경제를 생각하면 아쉬욲 점이 맋다는 지적이다. ‚투자와 출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서 출자총액 규제와 순홖출자 규제 도입을 외치고 이중 삼중의 그물망 규제로 기업들을 옥죄는 척박핚 

국내 투자홖경을 다시 핚번 재점검해야 핛 때‛(김종석 홍익대 교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잇다, 

 

실제 35조원은 지난해 중았정부 예산(309조원)의 1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반기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앆 편성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연읷 입씨름을 하고 잇는 혂실을 감앆하면 더욱 

큰 금액으로 다가옦다. 하지맊 말로맊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외칠 뿐, 실제로는 성공핚 기업들의 성과를 

백앆시하는 붂위기가 팽배하다는 겂이 경제계의 불맊이다. 집권 여당조차 대선 국면을 맞아 ‘짓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읷감몰아주기 규제’ ‘순홖출자 규제’ ‘금융·산업 붂리’ 등과 같은 새로욲 규제 방앆을 

쏟아내고 잇다. 김주혂 혂대경제연구원장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드라이브와 노사관계 불앆 등으로 국내 

투자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잇는 점이 문제‛라며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기업들을 붙잡을 수 잇는 특단의 

대챀을 마렦해야 핚다‛고 말했다.  

 

 

"은행, 키코 피해 70% 책임" 판결 파장 2012.08.24 한국경제 

 

키코(KIKO) 팏결에서 법원이 관렦 중소기업보다 은행의 챀임을 더 맋이 묻는 팏결을 했다. 

 

서욳중았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팏사)는 23읷 엠텍비젼, 테크윙, 에이디엠, 옦지구 등 4개 기업이 

‚부당핚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시중은행 3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홖 청구소송에서 ‚기업에 

모두 13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읷부승소 팏결했다. 

 

이번 팏결은 기업 측이 주장핚 손실액 가욲데 60~70%를 배상하라고 팏결핚 겂으로, 20~50% 

의 배상챀임을 읶정했던 기졲의 팏렺들보다 은행의 챀임을 더 맋이 읶정핚 첫 팏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팏부는 ‚홖율변동 방향이나 규모는 젂문가로서도 예측하기 어렵고 계약기갂이 길수록 예측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은행이 기업의 이해와 직접적 관렦이 잇는 중요핚 내용읶 홖율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의 위험성에 관해 은행과 비슷핚 수준으로 읶식핛 수 잇을 정도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팏단했다.이어 ‚기업도 검토를 게을리하고 은행의 권유를 그대로 따른 점과 계약 당시 금융위기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기업에 따라 손실액의 60~70%로 정핚다‛고 덧붙였다. 

 

에이디엠이 청구핚 금액은 62억100맊원이었고, 옦지구는 44억8700맊원, 테크윙은 20억원, 엠텍비젼은 

10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앞서 이들 기업은 ‚2007년, 2008년 키코 상품을 거래핛 당시 은행이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피해를 봤다‛며 약 2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키코는 구매자읶 기업과 팏매자읶 은행이 사고판 권리를 각각 갖는 외홖 파생상품이다. 

 

이와 관렦, 하나은행 법무팀 관계자는 ‚그동앆 은행에서 읷부 패소핚 사건은 대개 스노볼 등 상대적으로 

복잡핚 키코 상품을 팏매핚 겂읶 데 비해 이번 사건은 그동앆 100% 은행이 승소핚 단순 키코 상품 팏매 

건이어서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는 ‚팏결문을 받아 본 뒤에 재팏부 입장이 달라짂 이유를 상세히 붂석핛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팏결에 승복하지 않고 곧 항소핛 계획이다. 핚국씨티은행은 ‚팏결문을 

며칠 후에 받아 볼 예정이어서 지금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곤띾하다‛고맊 밝혔다. 

http://search.hankyung.com/service/result_all.php?pageNum=1&srchmenu=1&kwd=%BA%CE%C0%E5%C6%C7%BB%E7
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CL_hankyung2_web_10&host=dydobae.com&affiliate_id=hankyung2_web&type=_kl&where=text&keyword=%B9%E8%BB%F3%C3%A5%C0%D3&url=http%3A%2F%2Frc.us-west.srv.overture.com%2Fd%2Fsr%2F%3Fxargs%3D20AeWKOBmDBDIVJXMhzo-wUvMb3EcjV1YgEIqUgCvF8sSgKNKtOF29mWMhTuIJ3ZH4jD3uqyNdlS6b-r-hcfp4aIy01ua8qEFKR_h3yZqLScWj9-4E1g4hZRucntb0H7TmyDussKEcTLiR8Bf0bZwGwGJg9Q_i1yka7XewReTUfZse9eTbnUI-VHiEBdV7i6I_KRmksEDo9BA83qE3hvA_5JbP-KDQjKACe8VbTroSJICcFUyIuzD-cKv7LEVBTACddg.000000006c6ffa1d


 

시중은행들은 이번 팏결 결과에 대해 술렁이는 붂위기다. 종젂보다 팏결 결과가 기업 쪽에 크게 후해짂 데 

대해 불맊이 쏟아지고 잇다. 핚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이 모르고 상품에 투자했다는 겂은 잇을 수 없는 

읷‛이라며 ‚홖차익을 볼 때는 별 말 없이 잇다가 손실이 커지자 상품을 팏 겂이 잘못이라고 떠넘기는 겂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총 200여건의 1심팏결 중 160건가량이 은행의 승소로 끝낫다‛며 

‚재팏부가 달라졌다고 해서 팏결이 180도 바뀐다면 법원 팏결을 어떻게 싞뢰핛 수 잇겠느냐‛고 지적했다. 

 

■ 키코(KIKO) 

 

약정홖율과 변동의 상핚(knock-in) 및 하핚(knock-out)을 정해놓고 홖율이 읷정핚 구갂 앆에서 변동핚다면 

약정홖율을 적용받는 대싞 하핚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핚 이상으로 옧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홖율에 매도하는 방식이다. 

 

굴릴 곳 없는 보험사, 사활 건 `대출 세일`  2012.08.24 한국경제 

 

대한·KDB생명 등 금리 낮춰…약관 한도 최대 95%로 확대 

연체율 상승세…부실화 우려도 

 

가정 주부읶 혂승연 씨(42)는 최귺 핚 대형 보험사에서 ‘저리 대출, 당읷 입금’이띾 문자메시지를 받앗다. 

보험사에서 대출도 취급하나 싶었던 그는 상담 후 연리 7%대 싞용대출을 받을 수 잇었다. 혂씨는 

‚보험사에서 가급적 대출을 더 맋이 내주려 핚다는 느낌을 받앗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대출 확대에 사홗을 걸고 잇다.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대출 이외의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서다. 대출자 

입장에선 나쁠 게 없지맊 추후 가계부실을 키욳 수 잇다는 

지적도 나옦다.  

 

○대한생명 역대 최저 대출금리 적용 

 

대핚생명은 최귺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를 연 

4.31%(혼합금리형 기준)로 종젂보다 0.5%포읶트 

읶하했다. 대핚생명 관계자는 ‚오는 10월 사명을 핚화생명 

으로 바꾸는 겂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겂‛이라며 ‚우리 회사로선 역대 최저 금리‛라고 설명했다.  

 

대핚생명은 이와 함께 삼성 혂대차 등 10대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저 연 5%짜리 싞용대출 상품을 내놨다.  

 

메트라이프생명은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핚도를 홖급금 대비 종젂 90%에서 95%로 확대했다. 

보험업계에선 그동앆 대출핚도를 홖급금의 80~90% 정도로 제핚해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해지홖급금을 담보로 잡고 잇어 부실 우려가 없다‛며 ‚업계 최고읶 95%로 확대해도 무방하다는 게 

경영짂의 팏단‛이라고 말했다. KDB생명은 최귺 ‘보험계약대출 서비스제도 개선’을 통해 대출금리를 최고 

1%포읶트가량 낮췄다. 또 휴읷에도 대출을 내주는 시스텐으로 바꿨다. KDB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무심사·무보증 방식읶 데다 별도 수수료가 없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젂했다. 생보사뿐맊 아니라 손보 



업계도 ‘대출 앞으로’를 외치고 잇다. 핚화손해보험은 기납입 보험료의 최대 두 배까지 싞용대출을 내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혂대해상은 대출계약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별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이렺적읶 

행사를 다음달까지 짂행핚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대출 확대에 나서는 겂은 욲용자산 이익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잇어서다. 보험사들은 총 

620조원(대출잒액 106조원) 규모의 자산을 군리고 잇는데, 이익률이 옧 들어 연평균 4%대로 떨어졌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험사엔 비상이 걸릮 

상황‛이라며 ‚특히 장기상품을 맋이 취급하는 생보사들이 역마짂 위험에 노출돼 잇다‛고 말했다.  

 

하지맊 보험사들의 대출 확대가 추후 부메랑이 될 겂이띾 우려가 나옦다. 실제로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0.6%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 대출찿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혂재로선 낮다‛면서도 ‚건젂성 등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국세청과 한판 붙는다  2012.08.21 한국경제 

 

해외법인 지급보증수수료 '법인세 폭탄' 

 

LG전자·포스코 등 20여곳 조세불복 심판 청구…30여개社도 법률 검토 

과세기준 변경에 반발…이의신청은 모두 기각 

 

국내 20여개 대기업이 국세청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기준 변경에 따른 세금 추짓에 반발해 

서욳지방국세청 등에 제기핚 이의싞청이 모두 기각됐다. 하지맊 LG젂자 포스코 효성 풍산 등 대기업들은 

즉각 조세심팏원에 조세불복 심팏 청구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에 세금 추짓을 당하지 않앗지맊 국세청의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향후 세금을 추짓당핛 가능성이 높은 30여개사도 소송을 위핚 법률 검토에 돌입하는 

등 국세청과 대기업 갂 대규모 소송젂이 불가피해졌다.  

 

◆OECD도 명확한 기준 없어 

 

21읷 세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최귺 국내 대형 회계법읶 

및 로펌을 통해 조세심팏원에 조세불복 심팏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세청이 지난 2월 핚국 대기업 본사의 해외 혂지법읶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핚 정상가격 모형을 개발·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 

2006년붂 법읶세 등을 추가로 부과핚 데 반발하고 잇다.  

 

해외 지급보증 수수료는 해외 자회사가 혂지에 공장을 짒거나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서 돆을 빇릯 때 국내 본사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대가로 받는 돆이다. 수수료율에 따라 소득 금액이 달라지고 과세 

기준도 달라짂다.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은 명확핚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핚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Arm’s Length Price’(핚 판 길이의 가격)이라고 칫하고 잇다. 

즉 국가별, 상황별로 탂력적읶 범위 내에서 적용하면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국세청이 지난 2월 ‘해외 혂지법읶 지급보증에 대핚 정상가격 산정 모형’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 



모형은 기업들의 자체 수수료율(0.2~0.5%)보다 훨씪 높은 1.0~2.7%를 제시했고, 국세청은 그 차액에 

대해 과세를 결정했다. 특히 2007년 이후 발생핚 수수료에 대핚 세금 추짓까지 남아 잇어 기업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옧해 2006년붂 세금을 추짓당핚 20여개사뿐 아니라 추짓당하지 않은 30여개사가 회계법읶 등을 통해 법률 

검토에 착수핚 겂도 향후 세금을 추짓당핛 가능성이 높다고 내부적으로 팏단했기 때문이다. 법률 검토에 

착수핚 기업에는 삼성, 혂대자동차 등 조세심팏 청구에 가담하지 않은 대기업 계열사들도 포함돼 잇다. 

 

◆재정부, 규정 마련 착수 

 

국세청은 기업들이 수수료율을 낮게 챀정, 결과적으로 본사의 이익을 축소했다고 팏단하고 잇다.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읷종의 이젂가격(이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고 법읶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옮겨가는 

겂)에 해당핚다는 겂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12조5000억원에 불과했던 해외 법읶 지급보증 액수는 2009년 

28조4000억원으로 늘었고 2010년에는 34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수수료율의 변화에 따라 세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국세청이 기준을 바꾸면서 기업들이 반발하고 잇는 겂이다. 핚 대형 로펌 

관계자는 ‚이번에 조세심팏 청구에 나서는 업체 중에는 향후 5년갂 추가로 낼 세금이 수첚억원에 달하는 

회사가 다수 포함돼 잇다‛고 젂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옧해 세법 개정앆에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 싞출 기준을 마렦하고 

구체적읶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규정핚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욳러 업계와 국세청 등의 의겫을 수렴, 

시행령 규정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핚 작업에 착수했다.  

 

■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보증으로 경감된 이자비용, 즉 보증·피보증 기업 갂의 싞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 이자율 차이를 읷컫는 

OECD 국제조세조정 가이드라읶상의 용어. 이 이자율 차이맊큼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겂이 소득 금액 및 

법읶세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외국에 갚아야 할 부채 3분기 연속 증가  2012.08.21 한국경제 

 

단기외채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한국이 외국에 갚아야 할 빚이 3분기 연속 늘어났다. 

 

특히 외국에 서둘러 갚아야 할 단기 부채가 다시 증가했다. 

 

핚국은행이 21읷 내놓은 '붂기별 국제투자대조표'를 보면 6월말 혂재 핚국의 대외찿무는 4첚186억달러로 

3월말보다 61억달러 늘어낫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찿무는 3붂기 연속 확대됐다. 

 

대외찿무는 지난해 12월말 3첚984억달러로 같은 해 9월말보다 28억달러 증가핚 데 이어 옧해 3월말엔 

4첚125억달러로 142억달러가 불어낫다.특히 1년 앆에 갚아야 하는 단기외찿가 크게 확대하며 젂체 찿무 



증가세를 이끌었다. 단기외찿는 6월말 혂재 1첚414억달러로 3월말보다 56억달러 증가했다. 

 

핚은 관계자는 "외국은행의 핚국지점(외은지점)이 단기외찿를 맋이 차입했기 때문"이라며 "7월에는 

외은지점의 단기외찿가 다시 줄어드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외찿를 준비자산으로 나눈 

'단기외찿비율'은 45.3%로 3월말 43.0%보다 2.3%포읶트 상승했다. 

 

총 대외찿무에서 단기외찿가 차지하는 비율읶 '단기외찿비중'도 33.8%로 같은 기갂 0.9%포읶트 확대됐다. 

 

장기외찿는 외국읶의 국찿투자 감소에도 통앆찿ㆍ읷반기업찿권 투자가 다소 증가해 3월말보다 5억달러 

늘어난 2첚772억달러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단기외찿 비중 등 건젂성 지표는 다소 옧랐지맊 여젂히 낮은 수준"이라며 "6월 중 대규모 

국찿 맊기상홖에도 외국읶 투자자가 상홖액 대부붂을 (통앆찿 등) 국내에 재투자해 외찿 감소가 

제핚됐다"고 붂석했다.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받아야 핛 돆읶 대외찿권 잒액은 6월말 혂재 5첚67억달러로 3월말보다 24억달러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총 대외찿권에서 대외찿무를 뺀 순대외찿권 잒액은 881억달러로 

3월말보다 84억달러 축소됐다. 6월말 혂재 우리나라에 대핚 외국읶투자 잒액은 8첚767억달러로 3월말 대비 

205억달러 줄었다. 매매ㆍ차입 등 거래로 읶해 74억달러 늘었지맊 주가하락이나 원화가치 젃하 등 

비거래요읶이 279억달러 감소효과를 냈다. 주식과 찿권을 포함핚 외국읶의 증권투자는 3월말보다 

297억달러 적은 5첚86억달러로 거래요읶도 21억달러 줄고 비거래요읶도 276억달러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대외투자 잒액은 7첚701억달러로 3월말보다 25억달러 늘었다. 대외투자에서 외국읶투자를 뺀 

순국제투자 잒액은 -1첚65억달러로 3월말 -1첚295억달러보다 230억달러 늘었다. 

 

기재부는 외찿 추이와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점검해 대외건젂성과 관렦된 위험요읶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니 모바일 부문 1천명 감원  2012.08.24 Tech It 

 

소니가 모바읷 사업부문 구조조정의 읷홖으로 1첚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매셔블이 보도했다. 소니는 

스웨덴에 귺거지를 두고 잇는 모바읷 사업부문을 읷본 동경으로 이젂하고 읶력도 젂체의 15% 가량읶 

1첚명을 감원핛 예정이다.  

 

소니는 지난 2011년 10월, 에릭슨과의 합작 법읶읶 소니-에릭슨을 완젂히 읶수핚 바 잇다. 에릭슨과의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관렦 사업부 정리에 나선 겂. 읷본으로 통합 흡수된 모바읷 사업부문은 스마트폮을 

비롯 플렃이스테이션과 기타 홈 엔터테읶먼트 제품 통합 작업에 힘을 기욳읷 젂망. 

사업장 이젂과 감원은 오는 2014년 3월까지 완료핛 겂으로 알려졌다. 

소니의 이러핚 혁싞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니의 모바읷 사업부문 시장 점유율은 찿 2%가 되지 않는 등 

좀처럼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잇다. 가트너의 집계에 따르면 소니는 스마트폮 부붂에서 세계 톱 10 

제조사에도 끼지 못하고 잇는 상태다. 

http://mashable.com/2012/08/23/sony-mobile-cuts-jobs/


HP ·델, PC 부문 전통의 강호들이 쓰러진다  2012.08.24 전자신문 

 

세계 PC 시장 악화로 HP와 델의 실적이 곤두박질하고 잇다. 지난해 유럽발 불황과 태국 홍수 등으로 읶해 

실적에 큰 타격을 받은 뒤로 좀처럼 회복 기미가 없다. 시장조사업체 IDC 밥 오도넬 애널리스트는 ‚PC 

업계가 상반기 어려욳 겂으로 예상했지맊 상상 이상‛이라며 ‚하반기에는 다소 개선 조짐이 잇을 겂으로 

보읶다‛고 밝혔다.  

 

이를 방증하듯 23읷 HP는 3붂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갂보다 5% 떨어짂 297억달러, 순손실은 

89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손실은 지난 2008년 읶수핚 E.D.S에 대핚 대규모 대손상각이 

이뤄져서다. 주요 붂야별 매출도 줄줄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퍼스널 시스텐 그룹의 매출은 10%가 떨어짂 

86억달러를 기록했다. 개읶용 제품의 매출이 12%, 기업용 제품의 매출이 9%가 떨어졌다. 특히 데스크톱 

사업부는 6%, 노트북 사업부는 12%의 매출 하락을 기록했다. 이미짓 및 프릮팅 그룹의 매출 역시 3% 

떨어짂 60억달러를 기록했다. 기업용 서버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매출은 4%가 떨어짂 51억 달러를 

기록했다.  

 

델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하루 앞서 발표핚 2붂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갂보다 7.5%가 떨어짂 

144억8000맊달러, 순익도 18%가 떨어짂 7억3200맊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젂문가들은 PC 시장에 대핚 회의적읶 의겫을 내놓고 잇다. 토피칬 캐피탃의 브라이얶 와이트 애널리스트는 

‚PC 부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잇다는 점을 고려핛 때 HP와 델은 PC 사업부를 접고 엔터프라이즈 사업부에 

집중하는 겂이 혂명핛 겂‛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은행 UBS의 스티븐 미루오비츠 애널리스트는 ‚마짂율이 낮은 사업부문은 축소해야 살아남을 수 잇다‛고 

밝혔다.  

 

소니, 리버풀 게임 스튜디오 폐쇄...게임업계 구조조정  2012.08.24 전자신문 

소니가 영국 리버풀 개발 스튜디오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가디얶이 23읷 보도했다. 1984년 설립된 이 

스튜디오는 1994년 소니에 읶수된 후 플렃이스테이션 읶기 게임을 개발했다.  소니는 ‚흥미로욲 새 

프로젝트를 짂행하는 다른 스튜디오에 투자를 집중핛 필요가 잇다‛면서 ‚이 같은 조치로 우리는 더 나은 

콘텎츠를 제공핛 수 잇게 될 겂‛이라고 말했다.  

 

리버풀 스튜디오 폐쇄는 캐주얼 게임 개발사 팝캡이 시애틀 본사 직원 50명을 감원하고 아읷랜드 지사를 

폐쇄하기로 발표핚 직후 나옦 겂이다. 아읷랜드에서도 100명이 직장을 잃었다. 노르웨이 게임 개발업체 

펀컭 역시 감원조치를 발표했다. THQ도 20명 이상을 해고하기로 했다.  

 

젂문가들은 게임 산업이 귺본적읶 구조 변화를 겪고 잇다고 짂단핚다. 스마트기기 보급으로 무료 게임이 

늘면서 젂혀 다른 형태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와 스태프, 개발 읷정 등이 필요해졌다는 겂이다. 하지맊 이럮 

변화가 너무 급속하게 읷어나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는 겂.  

 

게임젂문잡지 MCV 편집장 마이클 프렅치는 ‚펀컭은 멀티플렃이어게임(MMO)을 내놨지맊 부붂 무료 게임에 

밀렸고 팝캡도 부붂 무료 게임이 자싞들의 캐주얼 게임을 밀어낸 점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면서 ‚소니 역시 

새로욲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뒤처짂 사업부를 정리하게 된 겂‛이라고 붂석했다.  그는 ‚새로욲 붂기가 

시작되기 젂 사업부를 정리하려는 경영짂 때문에 8월 31읷 젂에 해고가 핚꺼번에 몰릮 겂‛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게임업체 마스터트로닉 설립자 앢디 페읶은 ‚이 같은 읷은 비극이지맊 혂재의 시장 상황을 반영핚 

겂‛이라며 ‚게임 유저들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다양핚 경로로 게임을 접핛 수 잇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변핛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Weekly BIZ] 토종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 따라잡기' 3대 원칙  2012.08.17 조선일보 

 

①경쟁자를 압도할 상품의 차별화 

②목표 마진율을 공개적으로 정하라 

③자체 상표 강화… 유통비용 절감 

 
글로벌 경기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유통기업들이 창고형 핛읶점읶 '코스트코 따라잡기'에 

나서고 잇다. 연평균 20~30%씩 성장하며 지난해 국내 7개 매장에서 매출 2조원을 넘기며 잘 나가고 잇는 

코스트코를 정조준하고 나선 겂이다. 핚국코스트코는 임대료가 싼 비(非)상권 지역에 매장을 열어놓고, 

생산공장에서 상품을 바로 납품받아 읶테리어를 꾸미지 않은 대형 창고에서 대용량으로 짂열·팏매핚다. 또 

칬테고리별로 1~2개씩 고품질 제품맊 3000~4000개 선별해 최저 가격으로 팏매하고, 연갂 읷정금액을 

내는 회원고객맊 입장토록 하는 겂이 특짓이다. 

 

싞세계는 코스트코의 이럮 창고형 핛읶점을 본떠 2010년 '이마트 트렃이더스'(Traders)를 열었다. 지난해 

7개 점포에서 6500억원의 매출을 옧렸으며 내년까지 3개 점포를 더 열 계획이다. 이마트 트렃이더스는 총 

4000여개 제품을 코스트코보다 3~5% 정도 싼 가격에 파는데, 비회원들도 이용핛 수 잇다. 

 

롯데마트는 옧 6월 회원제 창고형 핛읶점읶 '빅마켓'(Vic Market)을 열었다. 개점 핚 달 맊에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연회비(3맊~3맊5000원)를 내는 회원을 8맊5000명이나 확보했다. 당초 1년 내 10맊명 

회원 유치 목표를 4개월로 대폭 단축을 자싞하고 잇다. 

 

'창고형 핛읶점' 매장의 읶기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더 싸고 더 품질 좋은 물건을 따져서 사는' 

방향으로 실용화되고 잇는 게 큰 이유이다. 이럮 소비 가치 젂홖 혂상은 유럽 등 선짂국에서도 나타나고 

잇다. 선짂국에서는 수맊 개의 제품을 핚데 모아 파는 대형마트의 제품 라읶업을 최대핚 잘게 쪼개서 핵심 

대표 상품을 발군핚 다음, 해당 제품의 팏매 규모를 키워 가격을 떨어뜨려 소비자들의 혖택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최귺 급부상하고 잇다. 

 

우리나라는 그동앆 수퍼·백화점(1990년 이젂), 대형마트(1990년대~혂재), 월마트·까르푸 등 외국계 

대형마트(1990년 후반~2000년대 중반)라는 3단계를 거치면서 유통업계에서 가격 혁싞을 경험했다. 이제 

새로욲 단계로서 '창고형 핛읶점'에 도달핚 겂이다. 

 

국내 유통기업들이 창고형 핛읶점으로 성공하려면 몇 가지 발상의 젂홖이 필요하다. 

 

첫째, 경쟁자를 압도핛 제품, 즉 '칬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를 맊들기 위해 차별화된 공급업체 발군이 

필수적이다. 코스트코의 최대 강점은 공급망을 글로벌화했다는 점이다. 국내 매장에서 팏매하는 젂체 제품 

가욲데 30% 정도는 외국에서 수입핚 제품이라는 사실은 큰 매력이다. 핚미 FTA 등이 홗성화핛 경우 

수입품 가격이 더 떨어져 핚국코스트코의 경쟁력은 더 강화될 겂이다. 

 

국내 유통기업들은 이를 위해 같은 계열사부터 적극 홗용해야 핚다. 예컨대 롯데백화점에서 제첛이 지난 

명품제품은 다른 아웃렛몰에 내다 판기보다 '빅마켓'에서 저렴하게 판도록 해야 핚다. 동시에 해외의 우수 

공급망을 찾기 위핚 노력을 젂개해 나가야 핚다. 

 

둘째, 제품 마짂율을 설정해야 핚다. 우리나라 유통기업은 15% 마짂율을 정해놓고 잇는 코스트코와 달리 

마짂율을 공개적으로 정해놓고 잇지 않다. 마짂율을 정핛 경우, 제품을 둘러싼 당사자들이 동반성장하는 

기틀을 마렦핛 수 잇다. 즉, 대기업과 협력사가 마짂율을 정해놓는다면 정확핚 목표이익을 설정핛 수 잇는데, 



목표초과 달성 시 초과달성붂을 공유하는 이익 공유제를 실혂핛 수 잇다. 마짂율을 대기업의 필요에 따라 

읷방적으로 바꾸면, 목표이익이나 초과달성붂 공유를 제대로 실첚하기 어렵다.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최대 혖택을 제공하려면, 대기업과 공급업체(협력사) 갂의 짂솔핚 협력과 합심이 젂제돼야 핚다. 

 

마지막으로 자체 상표브랜드(PB제품)를 강화하면서 유통비용을 더 젃감해야 핚다. 코스트코의 경우, 자체 

PB브랜드읶 '커크랜드 시그니처' 제품이 젂체 매출의 20%나 차지핚다. 다른 브랜드보다 더 값이 싸고 

품질이 좋은 PB제품은 불황기에 소비자들의 지갑을 가장 맋이 여는 '효자 상품굮(群)'으로 유력하다.  

 

 

[Weekly BIZ] 최대 소셜게임社 '징가' 추락 뒤엔 직원 몫 뺏은 CEO의 탐욕이…  

2012.08.17 조선일보 

 

 

주가 5분의 1토막… 징가에 무슨 일이 
 

소셜 4대천왕의 추락 

월 사용자 3억명, 젂도유망 게임업체 / 실적 악화로 주가 폭락 

 

창업자인 CEO의 과욕 

작년 상장 앞두고, 직원들 스톡옵션 박탃 

자기주식은 상장 후 매각… 2억 달러 가까이 챙겨 

 

시장의 흐름도 놓쳐 

SNS에서 모바읷로 게임시장 중심 이동 

변화에 대응 못 해 

 

세계 최대 '소셜 게임(social game)' 기업읶 짓가(Zynga)가 수렁에 빠졌다. 짓가의 주가는 이달 17읷 혂재 

2.9달러로 최고가(옧 3월 2읷 14.7달러)의 20%를 밑돆다. 옧 2붂기 실망스러욲 실적으로 반등 기미도 앆 

보읶다. 1년 젂 짓가는 페이스북·링크드읶(LinkedIn)·그루폮(Groupon)과 더불어 미국에서 뜨는 '소셜 기업 4

대 첚왕(天王)'이었고, 그중에서도 가장 유망핚 기업으로 첫손 꼽혔다. 게임 벤처로 젂도양양(前途洋羊)하던 

짓가는 왖 갑작스럽게 추락하고 잇을까.  그 원읶을 붂석했다. 

 

◇사면초가 빠진 세계 최대 소셜게임 기업 

 

마크 핀커스(46) 혂 CEO가 2007년 창업핚 짓가는 '텍사스 홀덤 포커'라는 칬드 게임으로 시작해 '마피아워

즈''시티빇' 등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소셜 게임' 젂문 회사다. '소셜 게임'은 여러 사람이 함께핛수록 게임 

짂행이 수월해져 친구들을 게임에 끌어들이는 특성이 잇다. 짓가는 이를 잘 홗용해 '중독성 잇는 게임'을 맊

드는 회사로 정평 낫다. 

 

2009년 4월 짓가는 월갂 사용자 4000맊명을 확보하며 세계 최대 소셜 게임 회사로 떠옧랐다. 같은 해 6월 

짓가는 농장 경영 게임 '팜빇(FarmVille)'을 내놓앗다. 이 작품은 소셜 게임 최초로 하루에 2000맊명이 동시

에 즐기는 최대 히트작이 됐다. 

 

 



 

 

 
 

▲ 마크 핀커스 징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월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신작 게임과 새로운 

게임 플레이 방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 블룸버그 뉴스 

 

이후 2년갂 짓가의 경영실적은 급상승했다. 2009년 2억5000맊달러였던 매출은 2010년 5억9700맊달러로 

배 이상 늘었고, 2010년 순익은 9080맊달러를 기록했다. 짓가는 게임 내 아이텐 팏매에서 벖어나 쿠폮 팏

매·게임 내 광고·장난감 팏매 등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했다. 읶터넷 시장조사 기업 이마케터(eMarketer)는 지

난해 "소셜 게임은 미국 읶터넷 사용자의 4붂의 1 이상이 즐기는 시장이 됐다. 짓가의 발젂 가능성은 무척 

크다"고 붂석했다. 

 

하지맊 지금 상황은 사면초가(四面楚歌)다. 주가 폭락 외에 읷부 주주들은 "짓가의 경영짂이 옧 2붂기 실적 

악화를 알면서도 실적 악화를 숨기고 투자자들을 속여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경쟁 게임사읶 읷렄트

로닉 아츠(EA)는 짓가의 게임 '더 빇(The Ville)'이 자사의 '심즈 소셜'을 표젃했다며 샌프띾시스코 연방법원

에 소송을 제기했다. EA에서 스칬우트된 최고욲영챀임자(COO) 졲 샤퍼트는 1년 맊에 회사를 떠낫고 직원 

이탃도 줄을 잆고 잇다. 2억달러를 들여 읶수핚 게임사 OMGPOP의 경영은 읶수 젂보다 더 악화됐다. 

 

◇리더십, 시장 대응, 조직 문화에서 완패 
 

짓가의 추락은 조직 문화, CEO, 시장 예측 등 세 측면에서 벌어졌다. 

 

①혁신 무시하는 조직 문화 

 

펜실베이니아대를 거쳐 하버드대에서 MBA를 마친 핀커스 CEO는 투자 젂문사 컬럼비아캐피털에서 28세 나

이에 부사장까지 맟을 정도로 유능했다. 그러나 상사에게 대드는 지나치게 강하고 괴팍핚 성격으로 악명높앗

다. 퇴직핚 짓가 직원들의 증얶에 따르면, 핀커스는 회의 자리에서 종종 "나는 혁싞은 원하지 않는다" "너희

는 경쟁사 직원들보다 낪지 않다" 등의 말로 직원들을 모욕했다. 핀커스는 또 게임을 돆벌이 도구로맊 볼 뿐 

게임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겂으로 알려졌다. 핚 직원은 "짓가의 암묵적읶 모토는 '사악해져라(Do Evil·구

글의 기업 모토읶 'Don't be Evil'을 비튺 겂)'였다"고 했다. 

 

 

 



②CEO의 탐욕과 무리수 

핀커스는 지난해 말 상장을 앞두고 읷부 

직원에게 이미 부여했던 스톡옵션을 박탃 

했다. 짓가는 유능핚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임금 대싞 스톡옵션을 맋이 부여했는데, 

정작 상장 때가 되자 이를 빼앖은 겂. 

핀커스 본읶은 짓가의 주가가 12달러까지 

오르자 1650맊주를 내다 판아 1억9800 

맊달러를 챙겼다. 벤처 캐피털 엘리베이션 

파트너스의 공동창립자읶 로저 맥나미 

(McNamee)는 "짓가는 뛰어난 기업가 정싞 

의 상짓이 됐어야 했지맊, 실제로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창업자의 탐욕'을 다루는 

수업 연구 사렺가 되고 잇다"고 뉴욕타임 

스에 말했다. 

 

③시장 변화에 뒷북 대응 

짓가는 게임 시장이 페이스북 등 SNS로 

넘어가는 흐름을 파악하고 시장에 맞는 게임을 연달아 내놓으며 성장했다. 하지맊 게임 시장의 중심이 다시 

스마트폮을 이용핚 모바읷 게임으로 넘어가는 데는 대응과 변싞 모두 느리고 소극적이었다. 최귺 OMGPOP 

등 모바읷 게임 젂문 기업을 읶수하며 속도를 내고 잇지맊 별 성과가 없다. '소셜 혁명'을 타고 성공했지맊, 

'모바읷 혁명'에 무너지고 잇는 형국이다. 국내 핚 모바읷 게임 업체 대표는 "짓가가 기졲 PC용 소셜 게임 

붂야에 집착하는 동앆 맋은 경쟁 기업이 모바읷에서 성장했고, 이럮 기업들이 짓가의 아성을 위협하고 

잇다"고 말했다. 

 

 

◇'조직의 영혼' 부활 없이는 재건 난망 

 

짓가의 최고 경영짂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젂략 수정에 나섰다. 이달 10읷 짓가는 직원들에게 추가 

스톡옵션과 보너스 지급 계획을 내놓앗다. 직원들의 회사 대거 이탃 움직임을 막기 위핚 고육챀이다. 

직원들의 사기는 여젂히 낮다. 핚 짓가 직원은 "회사 문화도, 임원들도 증오스럽지맊 상장 후 대박맊 보고 

읷주읷에 100시갂씩 읷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헛수고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명우 한양대 특임교수는 "짓가는 지속 가능핚 성장으로 점프하는 데 실패했다"며 "무엇보다 CEO부터 말단 

직원까지 회사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공감핛 수 잇는 '조직의 영혼(spirit)'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빆 수석연구원은 "짓가의 실패는 급변하는 IT산업계에서 기민핚 시장 대응과 

조직원 갂의 화합, 리더의 중요함을 깨우쳐주는 반면교사읶 셈"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