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업의 디지털 전략과 
기업가치 

  

윤순봉 



드넓은 산야… 

 







여기가 어딜까 ? 

 



















징기스칸과 디지털경영 

 그는 대륙을 ‘넓은 바다’라 생각했다 

 그는 넓은 바다를 Surfing하는 마음으로 산야를 지배했다. 

 몽골인들은 그를 ‘넓은 바다’의 ‘대왕’으로 불렀다. 

 몽골어로 넓은 바다는 ‘징기스’요 대왕은 ‘칸’이다. 



징기스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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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부각되는 이유 

 Washington Post 1995년 12월 31일자(송년호) 
– 지난 밀레니엄 중 인류사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선

정 

– 오늘날의 「지구촌」 성립의 서막을 연 인물 

–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광대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냈
고 동서양 문명의 연결을 강화(중세의 GATT체제에 해당) 

– 7백년 전에 이미 Global Communication Network를 구축
(오늘날의 Internet에 해당) 

 

 디지털 시대의 승자는 遊牧民 



그는 많은 전략적 시사점을 남겼다. 

 당시 몽골족은 세계에서 가장 후진 민족 
– 마적단 같은 소수의 불학무식한 집단이 인류 역사상 최대 제국을 최단기간

에 건설 

– 몽골벨트 : 몽골~카자흐스탄~중국 신강성~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터
키~불가리아~러시아~폴란드~헝가리 

 

 이러한 불가사의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전략가들이 많은 시사점
을 발견 

– 나치 독일의 롬멜 장군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적극 활용 

– 최근 특히 Digital 경영에도 시사점 제공 

 



一當百의 전과 

 몽골 기마군단은 인류역사상 가장 효율적, 효과적인 군
대 
– 효율성(Efficiency) : 적은 병력으로 대병력 격파 

– 효과성(Effectiveness) : 수 많은 국가를 정복 

 

 1백만병이 1억명을 지배 
– 당시 몽골 인구는 1백만명, 그 중 20만명이 기마군단 

– 징기스칸과 그의 아들, 손자가 정복한 세계인구는 약 1억명
(당시 전세계 인구 3억명의 1/3) 





징기스칸의 리더십 : 4E 

 리더 밸류 컨설팅사의 컨설턴트 믹 예이츠 
– Envision, Enable, Energize, Empower 

 

 Envision(비전의 설정) 
– “정복을 통한 경제적 통일만이 초원의 빈약한 물자를 놓고 벌

어지는 만성적인 동족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는 분명한 비전 제시 

– 유라시아를 가로 지르는 ‘광대한 제국 건설’도 결국은 비전의 
실현 



… 

 Enable(비전을 성취할 능력) 

 
– 징기스칸 군대가 남들이 갖지 못한 기발한 무기를 가져서 성공

한 것은 아님. 오히려 기존의 군사 기술을 형편에 맞게 적절히 활
용하고 엄한 군율과 철저한 보상체제, 천호제 같은 효율적인 군
사 · 행정조직 등을 통해 군사력을 극대화 

 

– 초원의 다른 정복자와는 달리 징기스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 제국건설의 원동력 



… 

 Energize(부하들을 정력적으로 일하도록 독려 함) 
– 징기스칸은 정복의 산물을 철저히 부하들과 공유하는 이익 분배 

시스템을 실시 

– 부하들은 정복에 성공하면 반드시 노획물이 자신들에게도 배당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 정복전쟁에 임함 

 

 Empower(권한위양) 
– 징기스칸은 싸움터에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면 누구든 신분에 

관계없이 지휘관으로 발탁 

– 지휘관에게 전폭적인 신뢰와 권한을 부여  



징기스칸의 네 가지 성공요인 

 스피드(Speed) 

 

 네트워크(Network)와 개방성(Openness) 

 

 기술 (Technology) 

 

 경영체제(Management System) 



1) 스피드 

 

 

 

 에너지(E, 군대 파괴력)는 질량(M, 병력 규모)에 정비
례하고, 속도(C)의 제곱에 비례 

 

 M(병력규모)의 값이 작으므로, 소수 병력으로 문명국
가의 대병력을 무찌르는 유일한 전략은 기동성(C)을 높
이는 것 



세 마리의 말 

 병사 한 명당 세 마리의 말을 지급 

 

 한 마리는 승마용, 나머지는 병참용 
– 모든 의식주 관련 물품을 직접 운송 

– 병참라인의 단축으로 속도전이 가능 

 

 병참라인 단절은 바로 패전으로 귀결 
– 징기스칸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속도전이 가능 

 



군용식량 「보르츠」 

 중간보급을 받을 곳이 마땅찮은 대초원을 수천km씩 달려야 했던 
기마군단은 「보르츠」라는 식량을 이용 

– 매년 가을 양을 잡아 뼈를 발라낸 뒤 고기를 세로로 길게 자른 후 이를 3∼4
개월이상 건조한 창고에서 바싹 말린 뒤 가루로 빻은 것이 ‘보르츠’ 

– 양 방광 하나에 양 한 마리 분량의 고기가루가 들어가며 그 무게는 3∼4kg에 
불과 

 

 몽골군은 보르츠를 가득 넣은 양 방광을 인당 두 개씩 휴대 
– 더운 물에 조금씩 풀어 마시면 최고의 식량 



역전(驛傳) 제도 

 말이 하루 달리는 지점마다 驛을 세우고 말과 식량, 장

비, 관리인을 비치 

– 동서양 사이에 일종의 연락망 완성 

– 몽골식 마패제도 

 

 Washington Post 

–  “오늘날의 Internet보다 700년이나 앞서 Global 
Information Network을 구축한 것” 

 



Information Super-highway  
: Silk-road 



마르코 폴로 



2) 네트워크와 개방성 

 네트워크 : 실크로드는 역전의 흔적 
– 마르코폴로도 실크로드를 통해 유라시아를 횡단 

 

 개방성 : 모든 종교를 수용 
–  “모든 종교를 차별 없이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신의 뜻에 맞는다.” 
– 징기스칸 자신이 샤머니즘 신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에 대해 관

용적이었으며 이러한 정책은 정복 과정에서 효과를 발휘 

– 종교에 대해 관용적이었을 때의 이득과 그것을 박해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
올 피해를 미리 認知 

– 몽골족의 관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않는 한 피정복지의 내부문제나 경제
문제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그들의 신앙을 오히려 보호하
였고 그 내용을 특별히 법률로서 공포 
 



… 

 항복한 적군에게는 차별없는 대우 
– 금나라와의 전쟁에서는 금나라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이슬람

교도 자파르를 첩보원으로 활용 

– 금나라에서 투항해 온 수많은 공병대원들을 적시 활용 

 

 지방별 특성을 인정 
– 유목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가능한 

한 그 지방의 관습법에 위임 

– 피정복지에서도 그 나라 고유 법에 따라 처리 



3) 기술 

 신병기 개발 
– 초기에는 주로 기마전술에 의존, 동물 뼈나 가죽으로 병기 제작 

•후기에는 철, 구리 등을 이용한 금속무기 사용 

– 이란의 니샤푸르 공격 시 
•창 쏘는 기계 3천, 노포(화살을 쏘는 대포) 3백, 석유에 불을 붙여 던지는 장치 

7백, 사다리 4천, 돌 던지는 장치 2천5백개 활용 

•현대식으로 포병, 보병, 기갑(기마)의 복합 편성 

 

 칼 : 전투용 칼날을 휘어지게 만듦. 
– 일직선 날 : 한 번 공격으로 적병을 치거나 찌르거나 택일 

– 휘어진 날 : 일단 찌르고 나서 베는 이중공격이 가능 





 활과 화살 
–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활을 개발 

•흉노족의 활은 너무 길어 무겁고, 키단 왕조의 활은 너무 짧아 멀리 날아 
가지못함.  

•몽골족은 중간 크기를 개발하여 비거리를 현격히 증가시킴 

 

– 화살촉 모양에 따라 다양한 기능 
•끝이 뾰쪽한 일반 살상용 

•화살촉에 구멍을 뚫어 날아갈 때 천둥 같은 소리를 내게 하는 심리전용 

•비거리가 긴 후방부대용  

•소리를 내는 동시에 상처를 입히는 다용도 



활쏘는 아이 

 



 몽골 말 
– 작은 체구, 온순한 성질, 강한 환경적응력 

– 속도는 늦지만 강한 지구력 

– 제주도 조랑말도 몽골 말 계통 

 낮은 말 안장 
– 자유로운 몸 몰림 

 군화 
– 발목 부근에 금속판을 달아 발을 보호 

– 신발 코를 위로 들리게 하여 말 위에서 일어섰을 때도 등자에서 
발이 빠져 낙마하는 사태 방지 

 등자 개량 
– 말을 달리면서 뒤 돌아 활 쏘기 가능 



 









4) 경영체제 

 능력주의 인사 
– 능력위주로 지휘관 임명 

•지휘관은 부족 내 서열이나 출생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력과 실적에 의해 
결정 

• “열 명을 통솔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천 명, 만 명을 
맡길 수 있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휘관은 면직 

•누구라도 사령관이 될 수 있다는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는 몽골 기마 군단의 정
신력과 전투력을 향상 

– 문호가 개방된 천호장(정복지의 군사/행정 최고지도자) 
•몽골제국 통일 직후 제국의 천호장 95명을 임명하면서 능력과 성실을 중시 

•하급신분의 평민도 천호장에 다수 임명(양치기, 말치기, 목수, 대장장이 등) 



 공정한 이윤배분 

 

– 몽골 고원 통일 직후 전쟁 노획물을 지휘관이 독식하는 유목 민

의 관습을 폐지하고 모두에게 철저히 나누어주도록 지시 

 

– 스톡옵션 등 주식 배분을 통한 벤처기업의 이윤 배당시스템과 

유사 

 



징기스칸의 네 가지 성공요인 

 스피드(Speed) 

 

 네트워크(Network)와 개방성(Openness) 

 

 기술 (Technology) 

 

 경영체제(Management System) 



한국민족의 유목민 기질 

 한국에서의 디지털 열기 
– 테헤란밸리의 디지털 열풍 

– Pager, Hand-held Phone 사용률 

– 일본을 앞서는 인터넷 보급/이용률 

 한민족의 구성은 북방계 : 남방계 = 80 : 20 
– 고구려와 부여는 전형적인 북방 기마민족 

– 大韓民國의 韓은 Khan(북방 초원제국의 왕)에서 유래 

– 억제되었던 유목민의 기질이 Cyber Space에서 표출 

 조급증(‘빨리빨리’)이 장점으로 작용 가능 
– 스피드는 디지털 시대의 최고 덕목 

 정보인프라 구축에 상대적으로 유리(협소한 국토) 



2. 디지털 경영환경 변화 

 가상공간(Cyber Space)의 출현 

 고객 지향(Customer-driven) 

 산업구조의 재편 

 이익원천의 변화 

 수렴(Convergence) 현상 

 가치사슬(Value Chain) 변화 



1) 가상공간의 출현 

Community /society 

connection 
node 

space 

node 



각 차원별 특성 

0차원 : 点 1차원 : 線 2차원 : 面 3차원 : 空間

진화단계 node connection
community

society
space

작동법칙
무어의 법칙

(Moore's law)

길드의 법칙

(Gilder's law)

메칼프의 법칙

(Metcalf's law)

코어즈의 법칙

(Coase's law)

세계관
작은 것을 추구

(microcosm)

거리/시간 소멸

(telecosm)

시너지 창출

(synegocosm)

콘텐츠 창조

(neocosm)

고객가치
가격(cost)

질(quality)
속도(speed)

관계

(relationship)

독창성(creativity)

느낌(feeling)

경제원칙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연결의 경제 창조의 경제



특히 가상공동체에 주목 

 작동법칙 : 메칼프의 법칙(Metcalf’s Law) 
– Robert Metcalf : 3com 창업자, 이더넷 프로토콜 개발, 저널리스트 

– 네트워크 가치는 사용자 數의 제곱에 비례하지만,    비용 증가율은 일정 

 

 관계(Relationship) 형성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중요 

 

 제7주제 : 사이버 커뮤니티의 가치평가 

                 (최순화 박사) 



Metcalf’s Law 



Metcalf’s Law… AOL Case 



Napster 논쟁 



Napster 브라우저 



Community… Freechal Community 

 



Community… SERI Cyber Forum  

 



Community… SERI Cyber Forum  

 



2) 고객 지향  

 디지털기술차원에서는 D/B 마케팅, CRM 등이 주목 

 

 권력이동 : Product-driven → Customer-driven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 낮은 진입비용으로 경쟁격화 
– ICT 발전으로 비용절감 
– 개별고객의 부상과 대량맞춤생산(Mass-customization) 역량 증대 

 

 기존의 고객만족(CS)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 요망 

 

 제2주제 : 디지털 시대의 E-마케팅 전략(김정구 교수) 



www.enuri.com 



www.enuri.com 



www.paxinsu.com 



www.paxinsu.com 



www.paxinsu.com 



www.GeneraLife.com 



SERIZINE 



3) 산업구조의 재편 

전통분류 신분류 미래분류 

A. 농업, 수렵업 및 임업 

B. 어업 

C. 광업 

D. 제조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 건설업 

G.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 창고 및 통신업 

J.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L.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M. 교육 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O.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P. 가사 서비스업 

Q.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공급업체 

(vendor) 

 

-부품업체 

-소재산업 

반도체 

 TFT/LCD  

 

문제 

해결형 

산업 

(problem 

solver) 

 

-조립산업 

 자동차 

기계 

-서비스산업 

 도소매 

음식 

숙박 

고객케어형 

산업 

(customer 

carer) 

 

-wealth care 

-health care 

 -potal  

service  

고객 

인프라산업 

(infra provider) 

-통신망 

 -통신기기부품 

B

2

C 

B

2

B 

생활계 생산계 공공(사회)계

소재계

의약품, 음

료, 의류, 식

품, 위생용

품, 소비잡화

금속, 비철금

속, 섬유, 석

유, 화학

가공조립계

승용차, 가

전, PC

공작기계, 건

설장비, 중전

기, 항공기,

선박

정보소프트계

영화, 오락,

방송, 출판

CAD/CAM,

CALS, LAN,

VAN

통신서비스

엔지니어링계

건축 건설, 토목,

플랜트

환경처리설

비, 교통설

비, 발전설비

서비스계

의료, 보험,

금융, 레저,

여행, 외식,

소매

리스, 렌탈,

도매, 물류

전력, 가스,

사회보장, 교

육



미래 산업분류 

공급업체 

(vendor) 

 
-부품업체 

-소재산업 

반도체 

 TFT/LCD 

 

문제 
해결형 산업 

(problem 
solver) 

-조립산업 
 자동차 
기계 

-서비스산업 
 도소매 
음식 
숙박 

고객케어형 산업 

(customer 

carer) 

 
-wealth care 

-health care 

 -potal service 

고객 

인프라산업 

(infra provider) 
-통신망 

 -통신기기부품 
B2B 

B2C 



4) 이익원천의 변화 

 최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논쟁 격화 

 Operating Gain은 물론 Capital Gain에도 주목 

– 기업의 가치평가가 주요 이슈로 부각 

 제4주제 : 인터넷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전략 (유필

화 교수) 

 제8주제 : 인터넷/정보기술 기업의 주가 결정요인 (백원

선 교수) 

 제9주제 : 코스닥 기업의 가치평가(강원 박사)  

 



Business Model 

Management System 

Domain 

Vision 

Management System 

Business Model 

Domain 

Vision 



Operating Gain, Capital Gain 

 Operating Gain…고객은 소비자 

 

 

 

 

 Capital Gain…고객은 투자자  
– 실리콘벨리 벤처의 80%가 Capital Gain 추구 

 기업 그 자체가 상품 
– HP : 계측기 사업부 분사만으로 주가 30% 신장 

기업의 본질 

기업이란 사람, 돈, 물자 등의 경영자원을 최소로 투입해 많이 팔릴 

수 있는 제품 ·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는 조직 

- 기업의 목적 : Max(이윤) = Max(매출) – Min(비용) 



5) 수렴(Convergence) 현상 

 Seeds(기술개발)의 수렴 

– Multimedia, Mechatronics, Biochemtronics… 

 Deeds(경영행위)의 수렴 

– 전통기업과 닷컴기업의 결합 및 상호모방 

 Needs(고객니즈)의 수렴 

– 각종 포털, 원스톱 서비스, 퓨전화 추세 

 제1주제 : 전통기업의 E-전환 전략(신현암 수석연구원) 

 제6주제 : 닷컴기업의 오프라인 진출 전략(이웅희 수석연구원) 

 제7주제 : 성공적 닷컴기업의 경영전략(심상민 수석연구원) 



ARPANet www 
Multicast/Video 

Today 

E-Commerce 

Convergence 

Technology Waves 



Digital Technology Convergence 

 

 

네트워크화 
Entertainment 

 

 Information 

 

Education  

컨텐츠  

통합 컴퓨터 

 

 통신기기 

 

정보가전  

기기 복합 

인터넷 

 

 무선망 

 

전화망  

  

 

 방송망  

 

데이터망   

 위성망 

망의 융합 



Fusion Restaurant 

라이스버거 

장떡그린샐러드와 
간장드레싱 

아라굴라 샐러드와 
이태리식 육회 

요구르트 소스를 
곁들인 고기만두 



Sony… Total Solution 

 

• 쌍방향 멀티미디어 정보 

• 美 업체 중심 

 

PC 계 
 

• 가정向 엔터테인먼트 

• 日 업체 중심 

 

TV 계 

• 순수게임의 엔터테인먼트 

• 日 업체 중심 
Game機 계 

Satellite 

Terrestrial 

ISP 

Desktop 
Cable 

Desktop 

DTV 

STB 

DVD-P 

NotePC 

Playstation 
Dolphin 

Dreamcast 

xDSL/FTTx 

VOD 

홈쇼핑 

예약 

화상전화 

홈뱅킹 

전자상거래 

Home M/M 

Service, Content 

CC 전동수 



AOL타임워너 























6) 가치사슬(Value Chain)의 변화 

 가치사슬의 변화 = 역류 * (해체 * 강화 * 통합)  

 

 

 Value Chain → Value System 

 

 

 제3주제 : 디지털 밸류시스템(유석진 수석연구원) 



가치사슬… 



3. 연구의 방향 

 제1차 심포지엄 
–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연구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기술, 고객, 경영, 경쟁 등 

 제2차 심포지엄 
– 디지털 경영에 초점 

– 특히, 전통기업의 E-전환 전략 

– 닷컴기업의 주가 및 가치 평가  

– 전통기업과 닷컴기업의 결합 등의 연구에 주력 

 문헌 조사보다는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