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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곧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성공 비결을 알려달라고 나에게 청

한다. 두 사람이 구멍가게처럼 벌인 사업이 어떻게 16,000여 명의 종업원에
연간 매상이 60억 달러가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물
론 쉽게 답할 수 없는 물음이다. 행운도 따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가진 비전이었다.”
___빌 게이츠1
Prologue
빌 게이츠는 IBM 의 직원들이 돌아가고 난 후 사무실 바닥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그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사무실 바닥에 누워 자유롭게 생각을 펼치다 잠드는 것을 좋아했다.
1980 년, 개인용 컴퓨터 시장은 요동치고 있었고, 이 물결은 직원 35 명의 작은 회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에도 찾아와 그들의 미래를 바꿔 놓았다. MS 에 방문한 IBM 직원들은
자신들은 단지 힘없는 기획자일뿐이며, 자신들의 기획이 번번히 퇴짜맞는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빌 게이츠가 흥분할 수 밖에 없는 화제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들이 단지 IBM 의 새로운 PC 프로젝트를 위한 BASIC 을 구입하러 온 것이라 생각했던 빌
게이츠는 이내 그들과 기술의 발전 방향이나 개인용 컴퓨터가 어떻게 도약할 것인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시작했다.

IBM 직원들은 MS 로부터 포트란(FORT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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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코볼(CO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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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그리고 IBM 의 새로운

개인용 프로젝트에 사용될 운영체제를 구입하고자 했다. 면담에 동석했던 MS 사의 공동 창업자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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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이규행 감역. 미래로 가는 길. 도서출판 삼성.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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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란(FORTRAN)은 수식(Formular) 변환기(Translator)의 약자로서 포트란(Fortran)은 1954년 IBM 704에

서 과학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 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이다. [위키피디아]
본 사례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학정번호 BIZ4180-01-00, “조직학습: 기회와 함정”의 기말 과제물로서 이무원 교수의 지
도 아래 작성되었다. 작성자는 임수현, 민정희, 우병재 3인이다. 사례의 형식을 갖춤에 있어 Steam, THE ZWISCHZWANG(사례
번호 YSB-001)을 참고했다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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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은 당시를 “그들이 마치 메뉴 판을 가리키며 ‘이 위에 있는 거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면담이 끝난 후 빌 게이츠는 폴 앨런, 스티브 발머, 케이 니시와의 내부 회의을
열고 IBM 의 제안에 대해 의논했다. 빌 게이츠는 IBM 직원들에게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답에는 MS 가 아직 16 비트 컴퓨터에 사용되는 운영체제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었다. 따라서 MS 내부 회의의 주제는 IBM 을 위한 운영
체제를 만드는데도 회사의 역량을 투자할 것인가 였다. 빌 게이츠는 자신이 다소 보수적인 성향에
비추어 자사에 있지 않은 물건에 대한 회의를 주재한 것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회의에 참석한
MS 의 일본 파트너였던 케이 니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케이 니시의 말도 일리는 있었다. 우선 당시 MS 는 시애틀 컴퓨터 프로덕트로부터 Q-DOS 를
구입하기 위한 협상 중에 있었으므로, Q-DOS 를 손봐서 IBM 에 납품하면 될 일 이었다. 또한 빌
게이츠를 비롯한 MS 의 임원들은 게리 킬달이 IBM 과의 계약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저분한 사무실 바닥에서 그날을 돌이켜 보던 빌 게이츠는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 결정을 내렸다. 빌 게이츠는 시애틀 컴퓨터 프로덕트와의 Q-DOS 에 관한 계약이 채
끝나기도 전에, IBM 에 Q-DOS 를 공식적으로 라이선스 했다.

빌 게이츠의 비전
빌 게이츠 개인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그가 거둔 성공에 비해서 박하다. 빌 게이츠는 라이벌
스티브 잡스에 비해서 창조적이거나 혁신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곤 한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가 될 수도 있었던 소프트웨어 업계의 거인 게리 킬달은 출판되지 않은 그의 회고록에서
“그는 [소프트웨어 업계의] 분열을 초래하고, 교묘하게 [업계] 사람들을 조정하며,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에 불과하다. 그는 나와 업계에서 많은 것을 단지 그냥 가져갔을 뿐이다”고 빌 게이츠를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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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역시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듯 천재성을 보여주는 일화를 여러 가지 가

지고 있다. 빌 게이츠가 어린 시절 독서에 몰입하여 백과사전을 완독한 것, 고등학교 시절
프로그래밍에 두각을 나타내서 직접 반 편성을 한 것 등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당장 게리
킬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독서광이나 컴퓨터 애호가들이 모두가 빌 게이츠처럼 성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일화를 통해서 빌 게이츠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개인적 역량에
대해서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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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볼(COBOL)은 제3세대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가장 오래되었으면서 지금도 쓰이는 언어의 하나이다. 풀어

쓴 이름(상업 지향적 보통 언어:COmmon Business-Oriented Language)이 이야기하듯, 상업 계산을 주로 대
상으로 한 언어였다.[위키피디아]
4

Gary Kildall, Unpublished memoir Computer Conn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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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의 PDP-8 빌 게이츠의 어린 시절 컴퓨터란 방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덩치가 컸다. 빌
게이츠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커다란 고치

안에 들어앉은

변덕스러운

괴물’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하면 구입할 수는 있었다. DEC(Digital Equipment
Company)에서 나온 PDP-8 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PDP-8 은 가로세로 60cm 에 높이 180cm 의
크기에 무게는 120kg 정도로 거대했다.(별첨 1 참고) (지금 기준으로는 대형이지만, 당시에 PDP8 은 ‘중형컴퓨터’로 분류되었다. 다른 컴퓨터들이 워낙 ‘괴물’같이 컸다.) 그리고 크기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PDP-8 의 가격이었다. 당시 가격으로 18000 달러를 줘야 PDP-8 을 구입할 수
있었다. 개인에게는 선뜻 구입하기 힘든 가격이었다. 빌 게이츠는 레이크사이드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구입한 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언젠가는 값싼 컴퓨터가 대중화 되리라는 확신을 가졌다.

빌 게이츠가 열 여섯, 그리고 폴 앨런이 열 아홉이었던 1972 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사건이 발생했다. 폴 앨런은 빌 게이츠에게 《일렉트로닉스 Electronics》지의 143 쪽 귀퉁이에 열
줄짜리를 보여줬다. 기사는 인텔이라는 신생기업이 8008 이라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을 내놓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별첨 1 참고) 마이크로프로세서란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칩이다. 이
최초의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성능이 보잘것없었지만, 폴 앨런은 이 칩의 성능이 빠르게 향상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컴퓨터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은 흥분해서 인텔에
전화해서 이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매뉴얼을 받아서 파고들었다. 그리고 두 해 뒤였던 1974 년 봄에
그들이 기다리던 기사가

《일렉트로닉지》지에 실렸다. 인텔이 새로운 마이크로프로세서인 8080 을

발표한 것이다.(별첨 1 참고) 8080 은 기존의 8008 에 비해 용량이 10 배 컸고, 트렌지스터를
2700 개나 더 많이 갖고 있었으며, 가격은 200 달러 미만이었다. 이 기사를 접한 빌 게이츠는 폴
앨런에게 “DEC 는 이제 더 이상 PDP-8 을 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지만 만만치 않은
칩의 등장으로 대형 컴퓨터의 시대는 끝났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의 통찰은 약관이었던 그들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무척 뛰어난
것이다. 당시 8008 칩을 소개하던 《일렉트로닉스》지도 ‘계산, 제어 시스템, 또는 고성능 단말기

5

같은 의사결정 시스템’에 적합한 물건으로 소개했다. 이러한 《일렉트로닉스》지의 설명은 당시
6

업계의 발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메인프레임 업체였던 IBM 도 사진들의 개인용 컴퓨터
프로젝트 팀의 이름을 도토리(acorn)으로 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5

각주 5 참고

6

메인프레임(mainframe) 또는 대형 컴퓨터는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범용 목적의 대형 컴퓨터이다.

다수의 단말기(terminal)를 연결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1964년 IBM에서 출시한 시
스템/360이 현대식 메인프레임의 시초이다.[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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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air BASIC 의 교훈
첫 번째 조우 빌 게이츠는 아직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75년 Micro Instrumentation and
Telemetry Systems(이하 MITS)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MITS사는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7를 발매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다.(별첨 2 참고) 컴
퓨터 애호가였던 빌 게이츠와 폴 앨런 또한 Altair 8800의 출시에 흥분하였음은 물론이다. 사실 그 전
화통화에서 빌 게이츠는 MITS사의 담당자에게 두 가지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먼저 그는 자신이 하
버드 대학의 학생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담당자가 자신의 제안을 학생이라는 이유로 터무니 없는 것
이라 여겨 전화를 끊어버릴 지도 모르는 생각에서였다. 이러한 빌 게이츠의 걱정은 과거 마이크로프
로세서 8008을 이용하여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만든 교통 통계 회사였던 Traf-O-Data의 제품 성능
이 뛰어났음에도 사람들이 너무 어린 그들에게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MITS사의 담당자는 다행히도 빌 게이츠의 앳된 목소리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또한 빌
게이츠는 그가 담당자에게 팔겠다고 말한 소프트웨어가 아직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이런 제
안을 했다. 따라서 담당자가 빌 게이츠의 염려대로 전화를 끊어 버린다고 해도 그리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다. 하지만 의외로 MITS의 담당자는 한 달 뒤에 미팅할 것을 제안해 왔다. MITS사 또한 이
어린 대학생들처럼 아직 Altair 8800에 탑재되어야 할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획을 끝마치지 않은 탓이
었다. 사실 MITS사가 1975년 《파퓰러 일렉트로닉스Popular Electronics》 1월호 표지에 개재하였던
Altair 8800의 사진은 아직 램프가 점멸하는 깡통에 불과했다. 약간의 시간이 빌 게이츠와 폴 엘런에
게 주어졌다.
Altair BASIC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그 통화 이후,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밤낮으로‟일 했고, 통화
가 있은 지 5주만에 Altair 8800용 프로그램 Altair BASIC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빌 게이
츠와 폴 앨런에게 성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Altair 8800이 세상에 등장한지 3개월 만인 1975년
4월 7일, 《컴퓨터 노트Computer Note》지에는 “알테어 베이직 – 작동되다(Altair BASIC : Up and
Running)”이라는 기사가 실렸다.(Exhibit N 참조) 알테어 베이직은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개발한 알
테어8800용 상업용 소프트웨어였다. 현재는 무료 소프트웨어나 프리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소프트웨
어들은 상업적인 목적에서 출시되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진다. 하지만 당시의 소비자들
에게 “상업용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낯선 것이었다. 당시의 소비자들에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는 컴퓨터라는 하나의 물건 안에서 구별되지 않았다. 사실 사람들은 인식하는 컴퓨터는 하드웨어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당시는 개인용 컴퓨터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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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air 8800는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라는 말로 흔히 알려져 있다. 빌 게이츠 또한 하버드 대학 졸업 연설에서

Altair 8800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로 칭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개인용 컴퓨터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
한 주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아울러 대학생이었던 빌 게이츠를 흥분시켰던 Popular Electronics지
의 표지에 실린 Altair 8800에 대한 설명은 “상업용 모델과 맞먹는 세계 최초의 미니컴퓨터 키트(World’s First
Minicomputer Kit to Rival Commercial Models…”ALTAIR 8800”)”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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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보급되지 않은 시기였으므로, 대다수의 컴퓨터는 기업과 학교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주문 제작된
거대한 컴퓨터였다. 또한 그 각각의 컴퓨터는 그것을 구매한 기관의 목적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고가
에 맞춤 설계해서 사용했다. 따라서 개인이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도 드물었던 시기에 개인이 소프트
웨어를 구입하는 것은 무척 어색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Altair BASIC
을 개발했다. 사람들은 약간의 프로그래밍 지식만 있다면, Altairl BASIC이라는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Altair 8800에게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파퓰러 일렉트로닉스Popular
Electronics》의 1월호 표지에 있던 깡통이 지니(Gini)가 들어 있는 램프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시장의 반응 빌 게이츠는 MITS사가 Altair BASIC 한 카피 당 MS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75달러에
서 100달러 사이의 가격을 책정하기를 요구했다. MS는 Altair BASIC의 개별 판매가를 500달러로 책
정한 반면, 빌 게이츠의 제안을 받아들인 MITS사는 Altair 8800의 패키지를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Altair BASIC을 75달러에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했다. 이러한 빌 게이츠의 가격 책정 전략은
소프트웨어의 추가 생산비가 들지 않는 다는 판단에서 수립된 것이었다. 빌 게이츠의 암산으로는 사
람의 집에 Altair 8800이 놓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Altair BASIC이 될 것이
라 봤기에 저렴한 가격에 Altair BASIC을 제공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컴퓨터
노트》지를 비롯한 당시의 IT 언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러한 전략이 손쉽게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
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용자들은 아직 소프트웨어가 돈을 주고 구입하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다. 컴퓨터 애호가들은 아직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입해본 경험이 없었고, 또한
굴뚝 산업의 공산품과는 달리 소프트웨어는 남과 나눠서 사용하더라도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 아래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던 일군의 컴퓨터 애호가 모임은 유출시킨 Altiar
BASIC 데이터 테이프를 마구잡이로 복제했고, 이는 곧 다른 컴퓨터 모임들로 확산되었다. Altair 8800
이 매달 천대 이상의 매출을 올린 반면, Altair BASIC은 매달 수백 카피가 팔릴 뿐이었다. 사용자의
책상에 Altair 8800이 놓일 것이란 빌 게이츠의 통찰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리고 그들의 Altair 8800
에서 구동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겠다는 빌 게이츠의 전략도 거의 적중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예
측이 빌 게이츠에게 금전으로 돌아오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이에 분노한 빌 게이츠는 1976년 2월 3
일, 컴퓨터 애호가들에게 공개 편지를 작성한다. 그 내용의 일부를 옮겨 보자면 다음과 같다.
애호가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젂략)약 1년 젂에 폴 앨런과 저는 시장이 확장되기를 기대하면서 몬트 다비도프를
고용해 Altair BASIC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컴퓨터 시간의 가격은 4만 달러
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Altair] BASIC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회신은 모
두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놀라운 사항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첫째
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결코 돈을 주고 [Altair] BASIC을 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ltair 소유자들 가운데 베이직을 구입하는 데 돈을 쓴 사람은 10% 미만에 불과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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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받은 로열티의 총액은 Altair BASIC을 만드
는 데 소요된 시간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시간당 2달러도 안 되는 임금으로 일한 결
과가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젃대 다수의 고객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여러분 중 대다수가
소프트웨어를 훔쳤다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는 가격을 치러야 하는 반면 소프트웨어를
훔쳤다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는 가격을 치러야 하는 반면 소프트웨어는 공유되고 있
습니다. 아무도 소프트웨어를 위해 일한 사람의 보상을 신경 쓰지 않습니까?(후략)(별
첨 3 참고)
두 가지 교훈과 한 번의 법적 승리 Altair 8800의 성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1977년 MITS의 기
기는 더 이상 팔리지 않았고, MITS의 경영자 에드 로버츠는 MITS를 퍼텍에 매각했다. 빌 게이츠는
짧았던 MITS와의 파트너십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MITS와의 협업을 통해서
빌 게이츠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아직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가 하버드의 기숙사 앞에서 가슴을 졸이며 전화를 걸었을 때, 그가 팔았던 것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비전이었다. 빌 게이츠가 얻은 두 번째 교훈은 비록 시장의 반응이 열광적이라고 해도 대금이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MITS를 인수한 퍼텍은 Altair BASIC의 저작권 또한 자신들에게 그대로 인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애초에 MITS와 맺은 계약에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MS에 귀속되며, 하드웨
어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는 잠정적인 사용권을 갖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 건으로
빌 게이츠와 퍼텍은 법정공방까지 가게 되었고, 3주만에 재판정은 빌 게이츠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그는 이 두 가지는 교훈과 한 번의 법적 승리, 그리고 생각보다 적은 수입을 바탕으로 MITS와 결별
하고 릭 바일랜드, 앨버트 추, 그리고 스티브 우드 등을 고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IBM 과의 계약
1980년, 약관을 막 넘은 청년 빌 게이츠가 업계의 공룡 기업 IBM과 맺은 계약은 천억 달러의 가
치가 있다고 평가 받는다. 8 당시 직원이 40여명 밖에 되지 않던 빌 게이츠의 MS는 IBM을 상대로
비독점 사용권과 제품당 로열티 지급을 이끌어 낸다. (물론 IBM이 원하는 계약 내용은 운영체제의
독점 사용권과 정액의 로열티 지급이었다.) 빌 게이츠가 터무니 없이 거대한 상대를 상대로 이렇게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겪은 경험에 있었다.
빌 게이츠는 MITS와의 협업과정에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봤다. MITS사

8

김정남.(2010). IT삼국지. INITIAL COMMUNICATIONS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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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Altair 8800은 인기에 비해서 생산속도가 더뎠으므로 빌 게이츠는 잠재적인 판매기회를 놓쳐야 했
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대로 Altair BASIC은 불법복제에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빌 게이츠는
운영체제의 사용자를 운영체제의 소비자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를 원했다. 이에 계약 상대방인 IBM은 빌 게이츠와 조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우선 IBM은 메인프레임 업계의 1위였으므로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도 자신들이 소프트웨
어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권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것은
IBM이 IBM PC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CPU를 신생 외부업체인 인텔에서 조달한 것과 동일한 맥락
의 선택이었다. 또한 IBM은 로열티 지급에 있어서도 빌 게이츠의 손을 들어줬다. IBM이 이렇게까지
빌 게이츠에게 휘둘린 것은 사실 개발 일정에 있어서 MS의 큰 양보를 받았기 떄문이다. 사실상
IBM PC의 발매에 맞춰서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거기에 더하여 사내에서 천덕
꾸러기 취급을 받던 IBM 도토리 팀은 일정을 맞추지 못한다면 개발 자체가 취소될 수 있었으므로
빌 게이츠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줘야 했다. 빌 게이츠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IBM과 계약을
체결하자, 빌 게이츠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앞으로 6개월 간은 집에 갈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Altair BASIC을 만들던 때와 같이 밤낮없이 빌 게이츠를 비롯한 MS의 모든 역량이 MS-DOS의 개
9

발에 투입되었고, 납기일을 맞추어 IBM 5150와 PC-DOS 가 출시 될 수 있었다. IBM 5150과 MSDOS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출시 이후 16비트 컴퓨터 사용자들은 MS-DOS를 따로 구매하지 않고 코드를 복제해서 사용했다.
이번에 빌 게이츠는 사용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의 편지를 쓰는 대신 사용자들의 이런 행위를 사실
상 묵인했다. 반면에 그는 IBM과의 계약을 통해서 강력해진 권한을 바탕으로 PC 제조업체들에게 찾
아가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돈을 내고 정품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OEM 방식으로 인해 세계의 거의 모든 16비트 PC에는 MS-DOS가 탑재되었다. MSDOS는 복제품에 대해 소송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고, MS-DOS
를 대신할 대체품은 등장하지도 않았다. 여전히 개인 사용자들은 불법 복제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
았지만 이는 빌 게이츠의 계산 범위였다. 개인 사용자가 MS의 프로그램에 익숙해지자 그들의 회사
와 학교에서는 MS의 소프트웨어를 채택해야 했다.

10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는 MS-DOS 정품을 이

용할 수 밖에 없었다. 빌 게이츠는 1980년 여름 사무실에 찾아온 IBM 직원과의 계약에서 다음해
1400만불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뒤로 한 번도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9

10

당시 IBM은 MS로부터 납품받은 MS-DOS에 PC-DOS라는 이름을 붙여서 출시했다.
UC Berkeley의 교수 할 배리언은 이러한 마이크로 소프트의 상술을 ‘첫 번째는 공짜’로 제공하는 마약 딜

러의 상술에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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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B)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 업계의 분열을 초래하고, 교묘하게 업계 사람들
을 이용했으며,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에 불과하다. 그는 나를 비롯한 소프트
웨어 업계에서 많은 것을 단지 그냥 훔쳐갔을 뿐이다”
___게리 킬달
빌 게이츠
윌리엄 헨리 게이츠 3 세, 혹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 빌 게이츠는 변호사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1955 년 10 월 28 일 유복하게 태어났다. 당시 시애틀에서 태어난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 흔히 그러하듯 13 살에 빌 게이츠는 시애틀의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레이크사이드
1

스쿨(Lakeside School) 에 진학했다. 재정적으로 풍족한 학교 덕분에 학창시절 빌 게이츠는 또래의
학생들이 경험하기 힘든 기회를 접하게 된다. 바로 컴퓨터를 접하게 된 것이다.

빌 게이츠가 8 학년이던 무렵, 레이크사이드 스쿨의 어머니회는 GE 의 컴퓨터와 연결되는 ASR-33
2

텔레타이프 터미널 을 학교에 들여놓았다.(별첨 1 참조) 1960 년대 말에 공유 터미널을 통해
컴퓨팅을 할 수 있는 학교는 사실상 레이크사이드가 유일했다. 이를 계기로 빌 게이츠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푹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컴퓨터를 상대로 하는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학교의 반 편성 프로그램까지 만들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었다. (그 당시
그는 반 편성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생 대다수를 자신의 반으로 편성했다.) 그는 컴퓨터 동아리에

1

당시 레이크사이드 스쿨은 졸업생의 4분의 1 이상이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는 명문학교였다. 또한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포브스 400대 부자를 비롯한 유명인을 전미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이기도 하다.
2

PDP-8 시스템에 사용되는 터미널로서 인쇄기 형태의 출력장치를 가지고 있었고,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였다.
본 사례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학정번호 BIZ4180-01-00, “조직학습: 기회와 함정”의 기말 과제물로서 이무원 교수의 지
도 아래 작성되었다. 작성자는 임수현, 민정희, 우병재 3인이다. 사례의 형식을 갖춤에 있어 Steam, THE ZWISCHZWANG(사례
번호 YSB-001)을 참고했다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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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고 여기서 훗날 MS 의 공동창업자인 친구 폴 앨런을 만나게 된다. 그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인포메이션 사이언스사 급여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프로그램 로열티를 받아내기까지 하는 등 이미
아마추어의 수준을 넘어선 실력을 갖고 있었다. 이 컴퓨터광 학생들의 잦은 사용으로 어머니회의
기부금이

고갈되어

시스템

연결이

여의치

않게

되자

게이츠와

친구들은

컴퓨터

센터

코퍼레이션(CCC)의 오퍼레이션 버그를 찾아주고 시스템 무료사용권을 얻어내기까지 한다. 이후
17 세에 당시 워싱턴 주립대에 진학해 있던 중학교와 고등학교 2 년 선배인 폴 앨런과 첫 회사인
‘Traf-O-Data’를 설립하고 시내 교통량을 기록, 분석하는 소형 컴퓨터를 생산해 돈을 벌기도
하였다.

빌 게이츠의 컴퓨터실력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의 어머니 메리 게이츠 역시 빌게이츠의 성공에
있어 큰 역할을 하였다. 빌 게이츠의 어머니는 단체활동, 경영활동, 자선활동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특히 그녀는 미국 최대의 자선단체인 National United Ways 의 첫 여성
임원진으로 활동하였다. 여기서 그녀는 당시 IBM 의 CEO 인 존 오펠과 많은 교류를 하게 된다.
따라서 훗날 아직 벤처 업체에 불과하던 MS 의 사무실에 IBM 의 직원들이 찾아와 빌 게이츠의
의견을 구하고 계약을 맺고자 했었던 이유에 어머니의 활동이 적잖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별첨 4 참조)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성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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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2 발표 인텔8088 발표

컴퓨터 산업의 태동 1946-1970년대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등장하기 전의 시대로 1946년에 존 에커
트와 존 모클리가 진공관을 사용하여 ENIAC이라는 컴퓨터를 개발하여 컴퓨터 산업이 생겨나게 된
시기이다. 또한 1948년의 트랜지스터 발명과 50년대 후반의 집적회로 개발은 이후의 CPU 발달에
촉매가 된다. 하지만 이 시기 컴퓨터들은 연산장치의 한계로 인해서 대부분이 거대한 대형컴퓨터였
다. 본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한 것은 1970년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등장으로부터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8비트 시대 1971-1973년 기간은 개인용 컴퓨터의 두뇌인 마이크로프로세서가 탄생한 시
기였다. 1971년에 인텔은 거대한 컴퓨터였던 ENIAC의 성능에 필적하는 손바닥만한 칩 Intel 4004
를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 시기 모토로라(Motorola), 텍사스 인스트루먼츠(Texas Instruments) 또한
그들이 개발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속속들이 세상에 선보였다.
최초의 단일 칩 CPU는 탁상용 계산기를 위해 만들어진 4비트 처리기인 Intel 4004이었다. Intel
4004는 데이터를 4비트로 처리하지만 명령어는 8비트의 형태였다. 이 후 인텔은 이를 개선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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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내부 스택의 확장3 과 8K의 메모리공간, 인터럽트 능력 4 을 추가한 Intel 4040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에 경쟁사인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는 4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인 TMS 1000(1972)를 개발하여 인텔
을 추격하였다. 이에 인텔은 8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Intel 8080(1974)을 내놓게 되는데, 이것이 개
인용 컴퓨터의 시대를 열었다. 최초의 상용화된 개인용 컴퓨터 키트인 Altair 8800(1974)에도 이 인
텔의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Intel 8080이 탑재 되었고, 이로서 사람들은 개인용 컴퓨터를 구매
하고 활용할 수 있었다. 8 비트 시대의 개인용 컴퓨터는 게리 킬달이 만든 CP/M이나 OS-9 또는
DISK-BASIC을 운영 체제로 사용하였다. 사람들이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이러
한 운영체제의 구매는 선택사항이었다. 사람들은 특별한 운영체제 없이 프로그래밍만 가능한 ROMBASIC 5 를 표준으로 탑재한 컴퓨터를 가장 많이 구매했고, 이렇게 OS 부팅 디스크가 없는 경우는
ROM-BASIC이 자동으로 시작되었다.
16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등장 1978-79년에는 16비트 CPU인 인텔의 Intel 8086과 모토로라의
MC68000이 등장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양대산맥을 이룬다.(별첨 5 참고) 이 프로세서들은 각각
IBM과 애플의 매킨토시에 채택된다. 이 당시 IBM은 컴퓨터가 진공관의 형태이던 시절부터 정부에
컴퓨터를 납품하였던 메인 프레임 컴퓨터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IBM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16
비트로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사내에서 ‘도토리 프로젝트’(acorn
project)로 이름 붙여진 개인용 컴퓨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980년대 16비트 시대 1970년대 컴퓨터 시장은 대형 컴퓨터의 IBM과 개인용 컴퓨터의 애플로 정
리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기업의 불편한 공존은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IBM이 개인용 컴퓨터 시장
에 진출하자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IBM은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애플의 돌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3

스택(stack)은 모든 원소들의 삽입(insert)과 삭제(delete)가 리스트의 한쪽 끝에서만 수행되는 제한 조건을

가지는 선형 자료 구조(linear data structure)로서,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는 리스트의 끝을 top 이라 하고, 다
른 한쪽 끝을 bottom 이라 한다. 스택은 종종 pushdown stack 이라고도 하는데, 스택의 top 에 새로운 원소를
삽입하는 것을 push 라 하고, 가장 최근에 삽입된 원소를 의미하는 스택의 top 으로부터 한 원소를 제거하는
것을 pop 이라 한다. 이와 같은 스택 연상은 항상 스택의 top 에서 발생하므로 top 포인터의 값을 1 씩 증가 또
는 감소시킴으로써 수행된다. 아래 사진 첨부. (출처: 컴퓨터인터넷 IT 용어 대사전)(별첨 6 참고)
4

컴퓨터 작동 중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 처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운영체

계의 한 기능. [컴퓨터인터넷 IT 용어 대사전]
5

읽기 전용 메모리인 ROM을 해석해주는 장치로써 유저로 하여금 BASIC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만들 수 있도

해주는 장치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computer h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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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의 Intel 8086 마이크로프로세서와 MS의 MS-DOS를 각각 중앙처리장치와 운영체제로 채택하여
최초의 상용화된 완제품 개인용 컴퓨터를 IBM 5150을 생산하였다.
IBM 5150은 매킨토시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졌고 컬러도 아닌 흑백화면이었으나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의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리고 사실상 이때부터 ‘개인용 컴퓨터(PC)’라는 명칭이 일반화
되었다.) IBM은 시장에 나와있는 부품들을 조합할 수 있는 개방형 표준 구조를 제정하였고 이를 시
장에 개방하여 제조 업체들이 손쉽게 IBM형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애플을 전방위에서
압박했다. 이후 다른 회사에서 IBM 제품과 호환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됨으로써 업체들간의
경쟁을 통해 개인용 컴퓨터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IBM이 개인용컴퓨터를 개발했을 당시 자사의
독점적인 기술은 바이오스 6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곧 컴팩(Compaq)이 특허법의 허점을 이용하
여 IBM의 바이오스를 합법적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7 을 통하여 복제해내었고,
그로 인해 PC는 고속의 발전을 이룬다. 또한 IBM이 MS사의 운영체제를 선택함으로써 1980년대 이
후 MS의 운영체제가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대부분 지배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

IBM
1970년대 후반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함께 손을 잡고 Apple I이라는 뛰어난 성능의
개인용 컴퓨터를 시장에 출시한다. 뒤이어 애플은 수많은 명작 게임과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탄생시
킨 ‘애플Ⅱ’를 연달아 내놓았고, 500만대 이상을 판매하는 대히트를 기록한다.(별첨 7 참고) 그러나
기업용 대형 컴퓨터 시장을 주름잡고 있던 IBM은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
지 못했고, 애플의 대히트를 지켜만 보고 있었다. 당시에 이미 IT 업계의 공룡이었던 IBM은 대형 컴
퓨터의 성공에 익숙해져 있던 경영진의 회의적인 시각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진출에 대해서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IBM은 도토리(Acorn)로 이름 붙여진 내부의 소규모 팀에서 스컹

6

바이오스(BIOS; Basic Input/Output System)는 넓은 의미로 컴퓨터에 탑재된 프로그램 중에서 하드웨어와

가장 낮은 수준에서 입출력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의 정의에선 IBM-PC 호환 기종에 탑
재된 것을 말하며, 보통 이 뜻으로 쓰인다. [위키피디아]
7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RE) 또는 역공학(逆工學)은 장치 또는 시스템의 기술적인 원리를

그 구조분석을 통해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종종 대상(기계 장치,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조각내서 분석하는 것을 포함핚다. 그리고 유지 보수를 위해, 또는 같은 기능을 하는 새 장치를 원본의 일부
를 이용하지 않고 만들기 위해 대상의 세부적인 작동을 분석하는 것을 포함핚다.[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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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워크 8 형식으로 개인용 컴퓨터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관심 받지 못한 팀은 이미
애플이 주도하고 있던 8비트 컴퓨터 시장에는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그들과 차별화된
16비트 컴퓨터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당시 자체적으로 CPU와 운영체제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보유하지 않고 있었던 IBM은 빠른 시
장진입을 위해서 CPU와 OS를 공급해줄 수 있는 외부 회사를 찾아 다녔다. 1981년 당시 CPU 제작
사로서 모토로라와 인텔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는데 저렴한 PC를 만드는 전략을 취했던 IBM은
당시 작은 기업이었던 인텔의 Intel 8088을 자사 PC의 최종 CPU로 선정하게 된다. 이에 반해 운영
체제의 선택은 좀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뤄졌는데, 16비트 컴퓨터에서 작동할 수 있는 OS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가 IBM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운영자가 바로
CP/M이라는 초창기 OS를 개발했던 게리 킬달이었다.

게리 킬달
게리 킬달은 워싱턴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인텔 CPU 8088에서 작
동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직접 개발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물로 CP/M이 탄생했으며 이 것은 1977
년까지 존재하던 운영 체제 중 가장 큰 인기를 얻었다. 1976년, 게리 킬달은 교수직에서 물러난 후
디지털 리서치 사를 설립하여 CP/M에 관련된 업무를 지속한다. (별첨 8 참고)
1980년 개인용 컴퓨터 제작에 착수한 IBM은 MS에 운영체제 제작을 부탁한다. 하지만 OS를 만들
능력이 없었던 빌 게이츠는 당시 유일한 컴퓨터용 OS인 CP/M을 제작하고 있었던 디지털 리서치
사를 IBM에 추천한다. IBM은 이 회사의 CEO인 게리 킬달에게 수 십만 달러의 정액으로 OS의 라이
선스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디지털 리서
치 사로서는 이 제안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IBM은 게리 킬달의 태도를 호의적으로 바꾸기 위
해 디지털 리서치 사를 직접 찾아갔지만 그는 만나기로 했던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약속 장소에 나
타나지 않았다. (그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 추측이 존재하는데 자가용 비행기를 타
고 다른 파트너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러 떠났다는 이야기가 널리 받아들여진다.) 어쩔 수 없
이 IBM은 회사에 남아있던 게리 킬달의 부인 도로시 킬달에게 접근한다. IBM은 파트너 회사와 계약
을 맺을 때 늘 해오던 방식대로 도로시 킬달에게 NDA(Non-disclosure agreement, 기밀유지협약)
를 요구했지만, 이러한 계약에 익숙하지 않던 도로시 킬달은 협약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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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컹크워크란 국가나 기업이 비밀리에 추진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개발 프로젝트를 의미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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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거절한다.
게리 킬달과 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단단히 화가 난 IBM은 디지털 리서치와의 계약을 포기하
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고 있던 빌 게이츠에게 재차 연락한다. 디지털 리서치를 떠나 시애틀로
돌아온 IBM 팀은 빌 게이츠를 급히 만나 MS가 직접 OS를 개발하거나 대안적인 OS를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IBM의 제안을 새로운 기회로 생각한 빌 게이츠는 16비트 OS를 제작하는 업체를 찾기 시
작한다. 빌 게이츠는 곧 시애틀에 위치한 작은 컴퓨터 회사가 86-DOS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회사는 시애틀 컴퓨터 프로덕트였고 CP/M의 코드를 그대로 복제하여 16비트로
변환한 것이 바로 86-DOS였다. MS는 이 운영체제의 라이선스를 단돈 5만 달러에 구매해서 IBM에
게 제공한다. 당시 시애틀 컴퓨터 프로덕트는 자신들의 OS가 IBM의 컴퓨터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
실을 모른 채 헐값에 라이선스를 팔아 넘겼었다. IBM은 86-DOS를 받아 16비트 컴퓨터에 성공적으
로 포팅시키고 이것을 PC-DOS라 명명한다. PC-DOS를 본 게리 킬달은 이 운영 체제가 자신의
CP/M을 그대로 복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IBM에게 PC-DOS를 사용하지 말라고 항의한다.
IBM은 MS, 시애틀 컴퓨터 프로덕트, 게리 킬달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열어 협상안을 모색한다.
게리 킬달은 지속적으로 PC-DOS의 사용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하지만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IBM은 CP/M과 PC-DOS이라는 두 옵션의 선택권을
고객에게 맡기자는 절충안을 제시한다. 게리 킬달은 자신의 제품이 원조라는 자부심 때문에 CP/M
가격을 $175로 책정하고, 빌 게이츠는 PC-DOS이름을 MS-DOS로 바꾸고 가격을 $60로 책정한다.
PC-DOS는 성능과 속도 측면에서 CP/M에 뒤떨어졌지만 압도적인 가격 차이 때문에 99%가 넘는
소비자들은 PC-DOS를 택한다. MS가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한 것이다.
이후 주 운영체제를 옵션식이 아닌 MS-DOS로 채택한 IBM의 결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
어 제작사가 디지털 리서치에서 MS로 바뀌는 원인이 됐다. 게리 킬달과 도로시는 IBM과의 계약 과
정에서 자신들이 잘못된 경영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깨닫고 디지털 리서치 사의 경영에서 점차 손
을 떼기 시작했다. 게리 킬달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였던 로고나 CD-ROM과 비디오디스크 사이
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등 여러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디지털 리서치 사는 재정
난에 허덕이다가 결국 유명 네트워크 회사였던 노벨에 의해 1991년 매각 당한다. 킬달은 매각 3년
9

후에 숨을 거두고 점차 사람들에게 잊혀진다.

그리고 다시 빌 게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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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xx. [IT]상품 가치 전쟁 7편 下 : 1981년 MS-DOS(빌 게이츠) VS 1974년 CP/M(게리 킬달). 딴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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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은 16 비트 컴퓨터의 모델명을 IBM 5150 로 확정하고 1981 년 시장에 출시한다. 애플은 IBM
5150 출시 이후부터 위기를 겪는다. 애플 Ⅱ 대성공에 힘입어 애플 Ⅲ를 발표했지만 실용적이지 못
한 디자인으로 사용자들의 불만을 야기시켜 결국 1 만 4000 대를 리콜 해야 했기 때문이다. 애플 Ⅲ
가 84 년 단종된 이후 스티브 잡스는 리사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비즈니스 고객을 대상으로 한 그래
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PC 를 생산했다. 그러나 1982 년 새로 온 애플 CEO 에 의해 스티브
잡스는 리사 프로젝트에서 파면되고 1985 년에는 자신이 설립한 애플에서 쫓겨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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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커다란 부침을 겪는 동안 IBM PC 는 순항하며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을 마련한다. IBM PC 의 성공에는 개방형 구조가 큰 역할을 했다.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란 컴퓨터가 그 구조를 변경할 수 있게 만들어져 다른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기능
을 향상시키기 쉽게 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IBM 이 PC 구조를 개방하자 수많은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복제 PC 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모든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16 비트 컴퓨터
를 생산하면서 컴퓨터 구매가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컴퓨터의 표준을 마련한 IBM 은
여러 제조업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비슷한 제품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시장이 잠식당하는 것
을 지켜봐야만 했다. 결국 이 새로운 환경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MS 의 빌 게이츠
였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그리고 IBM 은 경쟁을 통해서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형성하고 키
워나갔다. 인텔은 개인용 컴퓨터의 핵심이 되는 하드웨어를, 게리 킬달과 시애틀 컴퓨터 프로덕트는
PC 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운영체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들의 기여는 온전히 돌아오지는 못했다.
거듭된 신제품의 개발 실패로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잠시나마 떠나야 했고, IBM 은
좀 더 훗날 복제 PC 에 밀려 결국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손을 털고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게리
킬달은 1994 년 7 월 짧은 생을 마감한다. 사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였다. 그리고 1970 년대와 80 년
대를 거쳐서 창출된 모든 IT 업계의 이윤은 빌 게이츠에게 돌아갔다. 게리 킬달이 출판하지 못한 회
고록의 독설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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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Questions
질문 1. CASE A 를 보았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요인은 무엇이었는가? B 와 비교해 CASE
A 를 비판적으로 설명 해보시오.

질문 2. CASE B 에는 빌 게이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형태의 Luck 이 나타나 있다. 경영자는
이러한 Luck 을 활용할 수 있는가?

질문

3.

창업자가

빌게이츠의

성공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혹은

게리

킬달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Selection bias 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벤치마킹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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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DEC 사의 PDP-8(좌측) ASR-33(우측)

인텔의 마이크로프로세서 Intel 8008(좌측)과 Intel 8080(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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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1975 년 《파퓰러 일렉트로닉스 Popular Electronics》지 1 월호 표지에 실린 Altair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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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애호가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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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윌리엄 헨리 게이츠 시니어와 메리 게이츠(좌측) IBM CEO 존 오펠(우측)

별첨 5

인텔 마이크로프로세서 Intel 8086(좌측), 모토로라 마이크로프로세서 MC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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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스택의 개념도

별첨 7

좌측부터 애플 I, 애플 II

별첨 8

게리킬달과 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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