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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계륵(鷄肋), 휴대폰의 부침(浮沈)

▌고이접어 고이접어 폴더되다…
당대 최고의 배우 김태희와 현빈이 출현한 싸이언 휴대폰 광고는 당시 백색가전과는 달리 휴대
폰에서 삼성 애니콜에 밀리던 LG가 이를 따라잡기 위해 나온 회심의 일격이었다. 2000년대 중후
반 LG 싸이언의 초콜릿폰, 샤인폰, 프라다폰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화려한 디자인으로 애니콜
의 아성을 넘보고 있었다. [Exhibit 1]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2007년 1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모스콘 웨스트에서 열린 맥월드 컨퍼런스에서 아이폰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전에도 PDA나 스마트폰은 있었지만 사용하기 불편하여 대중화되지 않았다.
사용자경험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며 세계 사람들의 열광을 불러일으킨 아이폰은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다.

1. 피쳐폰 시기와 스마트폰의 등장
1). LG 싸이언의 호황
2000년대 휴대폰 브랜드인 싸이언(CYON)은 백색가전의 명가였던 LG전자의 신사업이었다. 당시
시장은 불량 휴대폰 15만 대를 불태우며 불량 극복을 다짐한 이후 국내 휴대폰 점유율 1위를 달
성한 삼성 애니콜(Anycall)이 장악하고 있었다. 냉장고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엔지니어 출신
이자 현장통인 LG전자의 김쌍수 부회장은 백색가전 중심의 사업구조를 탈피하고자 휴대폰과 디
스플레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휴대폰 시장은 시장점유율 변동이 거의 없는 성숙된
시장이었다.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수익구조도 악화되고 있었고 기술 경쟁이 심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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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연구는 2018년도 가을학기 ‘조직학습: 기회와 함정’ 수업의 일환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무원

교수의 지도 하에 김형재, 유형석, 이대영, 조현흠, 최영제가 작성하였으며 저작권은 위의 저자에게 있음. 수
업의 목적에 맞게 일부 사실을 각색,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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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기술의 차별화 또한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고심하던 중 고객의
67%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디자인을 제일 먼저 고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착안
하여 기존의 기술 중심의 접근이 아닌 디자인 중심의 접근으로 새로운 휴대폰 프로젝트가 시작되
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엔지니어가 구현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에 가
장 먼저 맞닥뜨리게 된 문제는 부피와 두께의 한계였다.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서간 협력이 필
수적이었고, 이를 위해 임원급이 팀장인 새로운 조직체계를 구성하였다.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는
복층 구조였던 단말기 구조를 단층으로 전환해야 했는데, 기존의 플랫폼으로는 단층 구조 구현이
불가능했다. 새로운 구조를 위해서는 부품단계에서부터 완전히 새로 개발해야 했다. 이에 대해 최
고경영진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임원급 팀장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였고 프로젝트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블랙라벨(Black Label)이라는 컨셉의 ‘초콜릿 폰’이 탄생하였다. 블랙을 강조
한 깔끔한 본체에 빨간 터치패드 빛이 어우러진 1.49cm의 초슬림 슬라이드 폰은 기존의 폰들과
는 확연히 다른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이었다. 초콜릿 폰은 국내외에서 100여개 국에서 선풍
적인 인기를 끌며 LG전자 최초의 텐 밀리언셀러 폰이 되었으며 단숨에 LG전자를 글로벌 휴대폰
3위로 올려놓게 되었다.
개발된 제품에 디자인을 입히는 기존 방법이 아닌,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 방법이
큰 성공을 거두자 LG전자는 디자인을 중심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디자인 중시 경영'을
선언하고, 디자인을 블루오션 전략의 강력한 실행 방안으로 선택했다. 초콜릿폰의 성공을 발판삼
아 휴대폰 뿐 아니라 가전제품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감동과 신뢰를 디자인한다'
는 것을 목표로 컨셉(Concept), 스타일(Style), 사용성(Interface), 마무리(Finishing) 등 4대 디자인
핵심 역량을 선정하고 '1등 디자인'을 위해 전력 투구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이 완성되면 그에
맞춰 전사적 역량을 동원하여 기술적 설계가 이루어졌다. 또한 디자인 중시 경영을 이끌 '슈퍼 디
자이너'를 발굴, 집중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파격적인 보상과 처우를 제공하고, 창의
적이고 경쟁적으로 디자이너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입체적 조직을 운영하는 등 인사 제도도 개
선할 계획을 세웠다. [Exhibit 2]
이러한 전략을 이어 나가기 위해 초콜릿폰에 뒤를 이을 새로운 폰의 출시가 필요했다. LG전자
는 기존의 휴대폰에서 사용하지 않던 스테인레스 스틸이라는 새로운 소재에 주목했다. 스테인레
스는 이미 백색가전에서 인기가 많은 소재였지만 전파송수신 방해나 방전 문제로 휴대폰에서는
활용하지 않고 있던 소재였다. 그러나 LG전자는 통화음질을 높이는 새로운 알고리즘인 ‘탱고’를
개발해 냄으로써 기술적 난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기존의 휴대폰 사출 성형방식과 다른 스테인
레스의 독특한 설계 디자인을 적용해 마침내 전파방해가 없으면서도 방전·감전 위험이 없는 스테
인레스 스틸 폰을 만들어냈다. 금속을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급스러움은 물론 내구
성까지 동시에 지닌, 이름 그대로 반짝이는 '샤인폰'이 탄생하였다. 샤인폰 또한 초콜릿폰의 뒤를
이어 텐 밀리언셀러를 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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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성공에 고무된 LG전자는 디자인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적 명품업체인 프라다와
제휴한다. 완성된 제품에 로고만 부착할 것을 요구한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LG전자는 프라다
(PRADA)에 새로운 제품을 함께 만들 것을 제안했다. 프라다는 이에 응하여 제품 외관 디자인 뿐
아니라 유저 인터페이스(UI)는 물론 벨소리까지 LG전자와 협업했다. 기존의 다채로워지고 있는 컬
러 트렌드와 달리 검정, 회색, 흰색으로 구성하여 클래식한 세련됨을 드러낸 프라다폰은 전면의
대부분을 스크린으로 채운 최초의 풀 스크린 폰이다. 메뉴 아이콘도 프라다 창업자의 손녀이자
수석디자이너인 미우치아 프라다가 직접 디자인했고 벨소리는 프라다 사운드 아티스트가 만들었
다. 뿐만 아니라 프라다 로고가 새겨져 있는 고급 가죽 케이스, 스타일러스 펜 및 이어폰 등 액세
서리도 함께 제공하였다. 두 번째 프라다폰에는 풀 터치 스크린을 보완하여 쿼티 자판을 슬라이
드 방식으로 탑재했으며 전화나 문자 수신 시 발신자 정보와 메시지 확인, 통화 내역 저장, 통화
거절 등 통화 편의 기능은 물론, 양방향 알람 기능 등이 담긴 손목시계 디자인의 블루투스 액세
서리 프라다링크도 함께 출시하였다. 명품 컨셉에 고가였지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품귀 현상이
발생하여 웃돈을 주며 거래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500만 화소의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폰인 뷰티폰, 폴더폰인 아이스크림폰, 롤리팝폰 등
이 연달아 성공하였다. 디자인 → 소재 → 명품 → 카메라로 이어지는 '지그재그(Zigzag) 전략'이
성공함에 따라 LG전자의 싸이언은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함은 물론 실적도 고공행진하게
되었다. 2007년 LG전자 영업이익의 72%를 휴대폰 사업을 담당한 MC(Mobile Communications)사
업본부 하나가 창출할 정도로 당시 침체되어 있던 백색가전을 대신하여 LG전자의 실적을 이끌고
있었다. [Exhibit 3]

2) 스마트폰의 등장과 애플
LG전자의 프라다폰이 발표되기 며칠 전인 2007년 1월 9일, MP3인 아이팟(iPod)과 PC인 맥(Mac)
을 만드는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모스콘 웨스트에서 열린 맥월드 컨퍼
런스에서 음악 감상기능과 통화, 인터넷 사용을 하나의 디바이스로 할 수 있는 아이폰(iPhone)을
최초로 공개한다. 화면에 따라 키패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물리식 키보드를 없애고 전면
을 디스플레이로 채웠으며, PC 수준의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획기적인 제품이었다. 기존에도 PDA
나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있었지만 사용방법이 복잡하고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해야 하는 등 여
러 불편함이 있었다. 아이폰은 손가락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
다. 게임기기, 디지털카메라, MP3, PC, 휴대폰의 고유 영역들을 한꺼번에 잠식할 수 있게 된 아이
폰은 스마트폰의 개념을 새로 정립하였다. 최초 모델인 아이폰 2G는 2007년 6월 29일 AT&T 대
리점과 애플 매장에서 판매가 시작되었고 매장 앞이 장사진을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존과
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기의 출현에 열광했다. 이와는 다르게 기존의 기기 제조 업체들은 새로
운 괴물의 출현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3) 남용 부회장과 매킨지
고공행진하던 휴대폰 실적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강했던 가전제품 실적이 좋지 않자 김쌍수 부
회장이 물러나고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을 통신 빅3로 올려놓은 남용 부회장이 CEO로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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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한다. 부회장이 되기 전 35년간 부산, 창원 등 오직 현장에서만 근무했던 엔지니어인 전임 김
쌍수 부회장과는 달리, 남용 부회장은 그룹 회장 비서실 출신으로 마케팅, 비서, 재무, 기획 분야
를 고루 거친 전략통이었다.
남용 부회장은 취임 이후 기존과는 다른 획기적인 조치들을 단행한다. 우선 컨설팅 회사인 매
킨지(Mckinsey)의 컨설턴트 출신 두 젊은 임원을 영입하여 각각 전략과 마케팅을 맡겼으며 조직
개편으로 본사의 인원 중 40%를 현장에 재배치하였다. 전체 직원 8만 명 중 5만 명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80%가 수출에서 나오는 만큼 글로벌화를 내세우며 본사의 내부 회
의부터 현장까지 영어를 상용화하였다.
또한 고객이 표현하지 않은 욕구를 빠르게 찾아내서 제품 마케팅에 반영하는 ‘인사이트 마케팅’
을 강조하였다. ‘인사이트 마케팅팀’이라는 부서를 신설하고 매킨지에서 마케팅 리서치 분석가를
팀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GTM(Go-To-Marketing) 조직을 신설, 외국인 임원을 책임자로 임명하였
다. “구매한 고객이 상품을 보는 순간 ‘와’하고 감탄할 수 있게 만들라.”고 강조하며 LG전자를 ‘글
로벌 마케팅 회사’로 변신시키겠다는 기치를 내세웠다.
한편에서는 남용 부회장의 급격한 드라이브에 반작용도 잠재되어 있었다. 제조업 전통의 로열
티가 어느 기업보다 강한 LG전자에서 혁신과 업무생산성 극대화를 밀어붙이는 방식에 대한 우려
가 있었다. 외부 인재 영입과 영어 사용 공용화에 따른 불만 또한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남용 부
회장이 취임한 직후 매출액 40조원, 영업이익 1조 2천억 원을 달성하며 2006년 9천억 원 대로
떨어졌던 영업이익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함에 따라 남용 부회장은 더욱 힘을 얻었고 반대의 목소
리는 표출되기 힘들었다.
비록 단기적 체질개선에는 성공했지만, 새로운 먹거리 즉, 신성장동력이 전무하다는 것이 계속
문제였다. 이에 대해 남용 부회장은 향후 5년간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발표하면서 태양전지, B2B솔
루션(기업간 컴퓨터 사용 관련 문제 해결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환경, 헬스케어 등 신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2010년까지 글로벌 톱3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업은 철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5년 뒤면 현재 포트폴리오 비중이 낮아지고 다른 부분이 높아질 것이다. 에너지, 환경, 웰빙,
헬스케어 분야가 들어올 수 있다. 연구개발 인력을 부가가치가 높은 쪽에 집중시키고 낮은 분야
는 외주를 주겠다. 휴대전화, TV 등에서 저가 모델을 아웃소싱할 수 있다. 어떤 부문에 국한된 게
아니고 투자 대비 수익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아웃소싱을 결정하고 있다.
철수 기준은 이익을 못내는 분야이다. 2010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글로벌 3위에 못드는 사업들은
회생시키거나 철수하거나 할 것이다. PC와 MP3 사업은 연관성이 높은 휴대전화 사업 쪽으로 역
량을 많이 이동시키고, PDP TV의 경우 대규모 투자는 없을 것이다. 휴대전화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잡는다는 게 기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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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프리미엄 시장의 전략이 중요해졌다. 2007년 남용 부회장 취임 이후 계속해서 컨설팅
을 해오며 마케팅 회사로의 전환을 제시하던 매킨지가 다시 한 번 칼자루를 쥐었다. 그들은 자신
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남용 부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였다.

“스마트폰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입니다.”
기존의 피쳐폰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LG전자에게 매킨지의 전망은 듣길 원하던 소리였다. 초
콜릿폰과 프라다폰 등 피쳐폰 1000만 대 이상 판매실적을 올리며 크게 고무되었 있던 LG전자는
2009년 마케팅 비용으로 2조 5188억 원을 지출하였다. 2006년 마케팅 비용이었던 1조 9789억원
보다 27%나 늘어난 수치로, 2009년 전자나 휴대폰 부문의 대형 브랜드 중 유일하게 LG만 광고비
를 늘렸다. 이에 비해 R&D 지출 비중은 매출 대비 2007년 6.6%에서 2008년 6.3% 2009년 6.2%
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또한 글로벌화를 계속해서 강조했던대로 최고전략책임자(CSO)에 미국 국적의 매킨지 출신 브래
들리 갬빌을 영입하면서 본사 최고경영진 8명 가운데 6명을 외국인 임원으로 채웠다. 스마트폰의
시대는 남용 부회장과 매킨지를 등에 업고 영입된 임원들 그리고 LG전자 직원들의 미래에는 오
지 않을 것만 같았다.

4) 삼성 옴니아의 실패
애플의 아이폰을 본 삼성전자는 매킨지의 조언을 따른 LG전자와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인다.
삼성전자는 아이폰이 출시된 다음 해인 2008년에 옴니아를 내놓는다. 삼성전자의 하드웨어 역량
과 MS의 소프트웨어 역량이 만나 탄생한, 옴니아라는 이름의 뜻인 ‘전지전능’을 꿈꾼 아이폰의
대항마였다. 옴니아는 OS를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국내 PC 사용환경과 매칭이 잘 되었고 배터리
를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미진한 윈도우 모바일 생태계와 각종 버그, 모
바일에 적합하지 않은 PC UX 등에 발목이 잡혔다. 이듬해 내놓은 옴니아2 역시 아이폰에 비해 속
도, 디자인 측면에서 훨씬 뒤쳐지는 점수를 기록하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독주를 막을 수
는 없었다. 오히려 옴니아2의 결함에 분노한 이용자가 기기를 망치로 부수거나 불태우는 영상이
인기를 끌었고, 옴니아를 아이폰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앱 ‘스멕스’가 판매되는 등 들끓는 사
용자들의 불만을 삼성전자는 제품 리콜로 달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삼성전자는 옴니아 생산 중
단을 선언하고, 애플과 OS 플랫폼 경쟁을 하고 있던 구글과 제휴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노
선을 변경하게 된다.
같은 시기 애플의 스마트폰 사업의 기세는 맹렬했다. 2008년에 2세대 제품인 ‘iPhone 3G’를 내
놓았고, 2009년에는 ‘iPhone 3GS’를 출시했다. 특히 아이폰 3G 출시에 발맞춰 애플 앱스토어가 스
마트폰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앱스토어 서비스가 제공된 지 1년 만에 약 10만 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6만 5천여 개의 앱을 등록했다. 이는 교육, SNS,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영역으로 스
마트폰의 활용성을 확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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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와 기회: 오너의 귀환
1) 삼성 갤럭시의 성공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을 무렵, 글로벌 점유율 2위인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중저가 피쳐폰 시장에서는 풀 터치 스크린 폰으로 선전
하고 있었지만 스마트폰 라인업 부재로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옴니아
의 실패를 발판삼아 스마트폰에 다시 도전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을 벤치마킹하며 특유의 패스
트 팔로워(Fast-Follower) 기질을 발휘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굳게 닦아왔던 사업기반이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갤
럭시S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무선사업부 내 UX(사용자 경험)팀과 개발팀, 사용성평가 TF팀이 '삼
위일체'가 돼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디자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마케팅, 생산, 신뢰성, 상품기획
팀 전체의 최우수 자원을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갤럭시S를 출시
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다. 단기간 내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 그룹 내에서 권장하던 8 to
5, 8시간 근무 원칙이 가장 먼저 희생되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연구원들은 일주일에 사나흘
은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마침내 삼성전자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4를 공개한 지 8시간 후 갤럭시S를 출시했다.
한국에서는 SK텔레콤 단독으로 출시되었으며, 타 통신사에는 스펙을 소폭 낮춘 변종모델을 각 통
신사의 앞머리를 따서 ‘갤럭시K’, ‘갤럭시U’로 출시했다.
갤럭시S는 옴니아와는 달리 구글 안드로이드 OS로 출시되었다. 기존 MS의 윈도우 OS는 한국
의 PC OS 점유율 상 호환성은 좋았으나 모바일 환경에서의 최적화 부분이 줄곧 문제로 지적되었
다. 삼성은 이러한 반응에 즉각 안드로이드로 운영체제를 변경하게 된다. 당시 런칭 행사를 진행
한 신종균 무선사업부장은 제로 베이스에서 휴대전화의 기본부터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리
하여 화질, 속도, 콘텐츠 3가지를 강화한 핸드폰을 만들었다. 아이폰에 비해 안드로이드 OS가 배
터리 사용 시간이 짧은 것은 배터리 착탈형으로 만든 것과 함께 배터리를 두 개 제공함으로써 해
결하였다.
혹평도 많았다. 아이폰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반응이 가장 먼저 나왔다. 미국의 유명 IT전문기자
매트 햄블렌은 런칭 행사에 참가한 후 “아이폰과 비슷한 게 너무 많아 청중들도 웃을 수밖에 없

었다.” 고 전했다. 웬만한 구색은 다 갖췄고, 초고속 프로세서 등 첨단 부품을 넣고도 창조성은 전
혀 인정받지 못했다. 삼성 측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했다고 했으나, 시장은 삼성이 그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대로 시장 선도자를 따라한 결과를 보여줬다고 믿었다. [Exhibit 4]
그러나 성과는 분명 존재했다. 삼성 특유의 공격적인 글로벌 마케팅 파워로 시장점유율을 빠르
게 확보해 나갔다. 갤럭시S는 성공가도를 달리며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2011년 1월 1천만대 판
매를 기록하였고 그로부터 1년 후인 2012년 1월 누적 판매량 2천500만대를 넘어서면서 아이폰에
대항할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항마로 떠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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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로 반전에 성공한 삼성전자는 성공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후속작의 성공이 필
수적이었다. 갤럭시S와 마찬가지로 전사적 역량을 모두 쏟아부은 갤럭시S2가 2011년 2월 스페인
에서 열린 MWC 2011에서 공개되었고, 2개월 후 국내 통신사 세 곳을 통해 출시되었다.
삼성전자의 강점인 하드웨어가 더욱 진일보되었다. 4.28인치 화면으로 전작의 3.97인치보다 더
커졌으며 배터리 용량은 1650mAh로 전작의 1500mAh보다 늘었다. 소프트웨어 측면의 발전도 두
드러졌는데 터치 반응 및 기본 UX 수준이 아이폰에 근접해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밀어서 잠
금 해제’ 등의 UI가 애플과의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갤럭시S2는 출시한 해 9월 천만 대를 돌파하며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9.9%를 달성
하는 등 19.0%의 애플을 앞지르는 데 기여했다. 갤럭시S2의 누적 판매량은 4천만 대를 넘어섰다.
세계이동통신 협회는 삼성전자와 갤럭시S2를 2012년 최고의 휴대폰 제조업체와 스마트폰으로 각
각 선정했다. 갤럭시S2는 피쳐폰 시기 휴대폰 점유율 1위였던 노키아를 끌어내렸으며, 안드로이드
OS가 아이폰을 견제할 수 있는 OS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했다.

2) LG 옵티머스의 부진
LG전자는 2010년 3월 10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인 안드로 원을 내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본
격적인 기지개를 폈다. LG전자는 스마트폰에 옵티머스라는 브랜드 이름을 붙이며, 피쳐폰 시기에
출시 전략과 마찬가지로 각 이동통신사에 맞추어 스펙을 바꿔 단말기를 공급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를 통해 시장에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다. 2010년 6월 LG유플러스를 통해 슬라이드 물리식
쿼티 자판을 옵티머스Q를 출시하게 된다.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자 두 달 뒤에는 그리고 SKT와
KT에는 물리식 쿼티 자판만을 제외한 채 옵티머스Z를 출시했다. 그러나 옵티머스Z는 3만대의 판
매량을 기록하며 실패했다. 그 뒤로도 LG전자는 LG유플러스 기준으로 속도에 집중한 옵티머스 마
하, 남성적 디자인의 옵티머스 시크 등을 내놓으며 신선한 시도들을 하게 된다. 이 폰들은 스펙을
소폭 변경하여 SKT에는 세계 최초의 듀얼 코어 스마트폰 옵티머스2X, KT에는 옵티머스 블랙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었다. 이외에도 무안경 3D 기능을 시도한 옵티머스3D, 옵티머스Q의 후속 옵티머
스Q2 등이 출시되었으나, 시장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다. 다만 구글과 직접 협력하여 통신 3사에
동일하게 출시한 보급형 스마트폰 ‘옵티머스원’ 만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그쳤다.
LG전자는 3G 시대에서 LTE로 전환되는 시기까지 재도약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다. 당시 시장
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LG전자의 입지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다. 이에 비해 삼성전자
는 국내 점유율을 잠식했으며 세계 시장에서도 약진하고 있었다. 게다가 국내 시장에서 팬택의
VEGA 시리즈가 깜짝 실적을 보이며 LG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3위로 추락하게 되는 수모를
겪기도 한다. 과거 LG전자의 싸이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 시장에서의 명성이 단 몇 년 만에 무
너지는 순간이었다.

3) 오너의 복귀와 친정 체제
이 같은 상황의 책임을 지고 2010년 9월, 약 3년 간 LG전자를 이끌었던 남용 부회장이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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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밀어붙였던 혁신적 조치들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남용 부회장
이 스카우트한 외국인 임원들은 이후 계약 해지 또는 불연장 통보를 받았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외국인 임원 제도가 필요한 만큼 성과를 냈고 이젠 우리 스스로도 어느정도 역량을 낼 수 있다
고 판단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부의 시각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외국인 임원에 대
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면 어렵게 데려온 그들을 한 번에 모조리 내보낼 리
는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 임원 제도의 실패와 관련해 LG전자 안팎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원인은 '소통의 부재'
다. 한국인 직원과 외국인 임원들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제보는 양쪽에서 들려오고 있
다. 직원들은 외국인 임원들이 원칙만 강조하며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다. 외국인 임원들은
국내 직원들이 경영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소통의 부재
는 지속되었다. 회의 후에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한국인 임직원들끼리 복기를 위해 또 다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를 지켜보는 외국인 임원은 자신들을 따돌린다며 소외감을 느끼기
도 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인사 조치에 있어서 외국인 임원들은 자신과 말이 통하는 외부
자를 계속 영입해 왔다. 그러면서 LG 공채 출신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늘어났다. 임원
승진만 바라보고 계속 일해왔던 직원들이 외국인에게 자기 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외국인 임원 영입의 긍정적인 면도 많았었다. 최고마케팅책임자(CMO) 더모트 보든 부
사장은 이전까지 제각각이던 LG전자 광고 이미지를 일관된 콘셉트로 정리했다. 최고인사책임자
(CHO) 피터 스티클러 부사장은 전 세계 지사별로 달랐던 직원 평가 기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단일화했다. 최고공급망관리책임자(CSCO) 디디에 셰네브 부사장은 공급망 관리 혁신으로 현금흐
름을 직간접적으로 수 억 달러 개선했고, 최고구매책임자(CPO) 토머스 린튼 부사장은 구매 관련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진전을 이뤄내 전사 구매력을 크게 높였다.
또한 기존의 틀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과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계
기가 되었다. 이미 LG전자는 상당수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만큼 향후 더 큰 성장을 도
모하기 위해 외국인 직원들과의 협업 및 어학 능력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남용 부회장 퇴임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로 기존 시도의 긍정적인 부분까지 사라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남용 부회장 퇴진 이후로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단기적 성과 대신 장기적 투자에 초점을 맞추
고자 오너 일가에서 LG전자를 이끌게 되었다. LS그룹의 계열분리로 구자홍 회장이 2004년 퇴임하
고 전문경영인인 김쌍수 부회장이 취임한지 6년 만의 오너 가문의 복귀였다. LG전자의 방향타를
잡은 인물은 LG의 총수인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자 LG상사 부회장인 구본준 부회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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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G의 약진
1) LG Way
LG는 창립자 연암 구인회 회장이 1931년 진주에서 사돈 관계이던 현 GS그룹인 허씨 가문과의
동업으로 시작한 ‘구인회상점’에서 시작하였다. 해방 이후인 1947년 락희화학공업사를 설립하여
락희크림을 생산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 치약 등을 생산하였다. 또한 1958년에
현 LG전자의 시초인 금성사를 설립한 이후 국내 최초 라디오, 선풍기, 냉장고, 흑백 TV 등을 생산
하며 국내 산업 발전을 선도하여 왔다. 화학인 럭키(락희)와 전자인 금성을 합쳐 럭키금성그룹이
되었으며 산업화 속에서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Exhibit 5]
인화경영
사업의 발전 속에서 핵심적 가치로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을 뜻하는 ‘인화경
영’을 경영 철학으로 내세운다. 기업 경영에 있어 인과 덕을 중시하며 인본적인 가치를 본질로 두
자는 경영철학이다. 이러한 인화 경영의 기조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생필품부터 시작하여 현재
에 가전/전자 사업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는 고객 중심 경영관의 뿌리가 되어주었다.
선도경영
인화경영을 밑바탕으로 하여 LG는 ‘선도경영’을 발전의 기치로 내세운다. 산업화 시기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왔듯이, 시장을 선도할 제품을 끊임없이 선보임과 동시에 장차 시장을 주도
할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매진하고자 하였다. 특히 구본무 회장은
끊임없이 시장 선도를 강조하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 속에서 1등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없다
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뼛속까지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주도할 것을 주문했다.
정도경영
인화경영과 선도경영을 실천함에 있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정도경영’이다. 윤리경영을 기
반으로 꾸준히 실력을 길러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인화경영과 선도경영을 뒷
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일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
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실력을 키울 것을 주문한다. 이러
한 정도경영은 LG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존경받고 인정받는 기업이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미래의 얼굴
이러한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실천하여 조직 내부에 자리잡게 만든 것은 창립자 구인회 회장
의 손자인 구본무 회장이다. 특히 그는 세계화 시대에 맞춰나가기 위해 럭키금성그룹의 명칭을
럭키(Lucky)와 금성(GoldStar)의 앞 글자를 따서 ‘LG’로 과감히 탈바꿈한다. 또한 로고를 세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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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향하고 도전하는 젊은이의 얼굴을 상징하는 ‘미래의 얼굴’로 바꾼다. 천년의 미소로 일컫는
신라 얼굴무늬 수막새에서 모티프를 따와 LG라는 알파벳을 조화시킨 로고는 LG의 미래 가치와
경영 철학을 잘 닮은 획기적인 로고였다. [Exhibit 6]

2) 회장님폰 옵티머스G의 런칭
구본준 부회장은 CEO로 취임하자마자 조직을 재정비하며 ‘독한 경영’을 표방했다. CEO 직속으
로 6시그마추진팀과 혁신팀을 신설하며 품질경영을 강조하였다. 문제가 되고 있는 MC사업본부에
는 취임 당일 MC사업본부장을 안승권 사장에서 박종석 부사장으로 교체하였다. 뒤이어 스마트폰
과 피쳐폰 2개 사업부로 구분해온 MC사업본부 내부 조직을 단일화했으며 품질경영담당을 신설했
다.
그룹 차원에서도 특명이 내려왔다. 신사업을 일선에서 지위하는 것 외에 좀처럼 경영에 잘 등
장하지 않는 구본무 회장이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를 위해 ‘코드명
G’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개발 단계에서부터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LG그룹 관계사들
이 협력하였다. 알파벳 G가 구 회장의 이니셜을 땄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회장님폰’이라는 별명
이 붙은 휴대폰에 관심이 집중됐다.
2012년 9월 추락하는 LG전자 스마트폰에 있어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옵티머스G’가 출
시된다.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스펙이나 기능, 디자인 모두 시장 선두주자인 아이폰5나 갤
럭시S3와 비교해 손색이 없다는 평가였다.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2012년 스마트폰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LG전자 스마트폰으로는 최초였다.
이와 같은 호평을 가능하게 한 옵티머스G의 핵심 역량은 화질이었다. LG그룹의 강점이 휴대폰
에도 적용된 것이다. 옵티머스G에는 기존의 최고 화질보다 2배 선명한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었다.
뿐만 아니라 LG전자의 독자기술이 집합된 XD엔진으로 원본의 색감을 최대한 재현했다. 이는 과
거에 색상구분이 쉽도록 명암비를 부분적으로 조정하던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자연색을 더 잘 살
려준다는 이점이 있었다. 여기에 13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장착되며 넣을 수 있는 모든 스펙을 다
장착한 놀라운 스펙을 구현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기술적 진보를 보였다. 옵티머스 G는 베젤의 두께가 3.52mm로 국내 스마트
폰 중 가장 얇았다. 이는 커버 유리 안의 공기층을 없애며 가능해진 혁신이다. 또한 꺼져있는 상
태와 본체의 블랙 색상을 일치시켜 화면의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불필요한 필름
을 줄이고 유리로만 액정을 구성해 화면이 거울처럼 빛나는 효과를 주기도 했다. 특히 다른 제품
들과는 달리 전면의 버튼이 없어짐으로써 디자인적으로 심미감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마치 피쳐
폰 시기 초콜릿폰의 디자인 감각을 재현한 듯 했다. [Exhibit 7]
무엇보다도 기능적으로 신선한 시도들이 등장하여 호평을 받았다. ‘Q슬라이드’ 기능은 스마트폰
으로 다양한 기능을 즐기는 사용자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한 기능이다. 하나의 디스플레이에 서로
다른 2개의 전체 화면을 겹쳐서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영상을 보면서도 카카오톡으로 대화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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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해졌다. 스마트폰을 분신처럼 붙이고 살며 다양한 멀티태스킹을 하고자하는 사용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기능이었다. ‘라이브 줌’ 기능 또한 혁신적이라는 평가다. 라이브 줌은 동영상을 재
생하는 도중에 원하는 부분을 줌 인 하거나 줌 아웃할 수 있는 기능이다. 동영상을 확대/축소함으
로써 시청의 재미를 늘렸다. ‘듀얼 스크린 듀얼 플레이’라는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보내 크게 보는 미러링 기능 뿐 아니라 TV와 스마트폰에서 각기 다른 화면을 볼 수 있게 했다.
예컨대 TV에는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스마트폰에서는 슬라이드 노트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
[Exhibit 8]
당시 국내 최고 수준의 출고가를 가지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G는 출시 3개월만에 국내
를 넘어 세계 100만 대 판매를 돌파하며 LG전자 스마트폰의 도약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를 계기
로 2012년 MC사업본부는 3년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3) LG G 시리즈의 약진
LG전자는 옵티머스G의 활약으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이상 기세를 이어나갈 후속작의 성공이
절실했다. 이에 LG전자는 스마트폰 브랜드 이름인 옵티머스를 과감히 버리고 G만 남긴 ‘LG G2’를
출시한다. G2는 옵티머스G처럼 앞면 버튼이 없는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전면의 대부분
을 스크린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더 나아가 측면의 전원과 볼륨 버튼 또한 후면으로 옮
긴다.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사용자가 통화할 때 대부분이 검지를 후면 가운데 두는 것에
착안하였다. 이를 통해 더 커진 화면을 더 얇은 베젤과 함께 매끄러운 외관 디자인까지 모두 가
질 수 있게 되었다. [Exhibit 9]
전면과 측면에 버튼이 없어 휴대폰을 들지 않고 바닥에 내려놨을 때 켤 수 없는 불편함은 ‘노
크 온(Knock on)’이라는 새로운 기능으로 보완하였다. 꺼져있는 화면을 더블클릭처럼 연속해서 두
드리면 화면이 바로 켜지는 기능이었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빈 공간을 연속해서 두드리면 꺼지
는 기능도 포함되었다. 이는 단순히 기능적인 혁신이 아닌 스마트폰 기계와 사람의 행동 패턴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결과였다. 카메라 부분에서도 사용자를 배려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1300
만 화소의 카메라에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OIS)을 적용하여 렌즈가 마치 사람의 눈처럼 끊임
없이 움직여 매순간 초점을 놓치지 않고 피사체를 포착할 수 있었다.
‘LG G3’는 G2의 획기적인 시도들을 계승・발전하였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2014년 5월 출시된
G3는 빠른 속도로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G3는 LG전자 기존의 강점인 화질을 더욱 부각시켜 스마
트폰 최초로 QHD를 탑재했으며, 레이져 오토 포커스를 탑재하여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면 초
점을 맞추는 동시에 사진이 촬영되었다. 한층 개선된 디자인과 기술력이 잘 어우러지면서 G3는
출시한 지 닷새만에 누적 판매량 10만대를 넘어섰고, 일일 판매량 7000대 수준이었던 갤럭시S5를
완전히 제압하였다. LG전자는 이미 G2를 통해 제품 경쟁력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당
부분 따라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G3를 출시하면서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
하였고,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를 펼치며 유통망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
다.

- 11 -

그 결과 G3는 2014년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아이폰6와 공동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LG전
자의 공장 가동률은 역대 최고인 85.5%, 전 지역에서 G2 대비 판매량 최소 30% 이상 증진 등의
기록을 세웠다. 또한 LG전자의 스마트폰 중 최초로 1000만 대 판매에 성공하며 피쳐폰 시대 휴대
폰 명가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듯 했다.

4) 흔들리는 갤럭시
2012년 삼성전자는 갤럭시S3를 출시하면서 아이폰의 카피캣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디자인적으
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기존의 직선 테두리에 곡선 모서리 대신 전반적으로 곡률이 있는
둥근 조약돌 모양으로 디자인을 전환한 것이다. 특히 휴대폰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블랙
색상을 제외하고 푸른색을 전면에 내세웠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영국에서 7개월 연속 판매 1위
를 기록했고, 3분기까지 전세계 누적 판매량 3000만대를 넘어섰다.
전작의 성공에 힘입어 갤럭시S4는 많은 기대 속에서 2013년 3월 출시됐다. 각국의 투자은행들
은 1억대 이상의 판매를 예상하며 시장의 분위기를 달궜다. 갤럭시S4는 실제로 출시 27일만에 기
본적인 성공의 척도인 1000만대를 넘기며 역대 최고 히트작이 되었다. 전세계 155개국 327개 사
업자를 통해 판매된 유통망을 감안하더라도 놀라운 수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혁신의 실패라
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갤럭시S4는 전작의 디자인을 계승했을 뿐, 기능적으로 차별점을 만들지
못했다. 전작보다 더 커졌고, 더 얇아졌으며 더 가벼워졌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스펙이 향상되었
을 뿐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새롭고 참신한 기능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갤럭시S4는 2분기에만
2200만대를 팔아치웠지만, 이러한 아쉬움 속에 3분기부터는 1700만대로 판매량이 둔화되었다. 이
는 갤럭시S2나 S3에 비해 빠른 시점에 판매량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갤럭시S5에서 이러한 혁신의 부재는 더욱 심각한 이슈가 되었다. 갤럭시S4까지는 혁신이 아쉽
더라도 개선된 스마트폰을 각광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갤럭시S5 또한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게
속도만 업그레이드해서 출시되자 혹평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갤럭시S5에 대해 블룸버그와 포브스
는 “새롭거나 깜짝 놀랄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전작 출시 당시 나왔던 아
쉬움의 소리를 간과한 채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였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기능에 반창고를 닮은
뒷모습에 대한 조롱까지 겹쳐 시장에서도 외면받았다. 이는 이미 갤럭시S4의 상승세가 일찍 꺾일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갤럭시S5의 카메라 결함이 세계 여러 곳에서 속출
했다. 일부 제품에서 ‘카메라 고장’이라는 팝업 에러 메시지가 계속 뜬다는 지적을 받고 삼성전자
는 통신사나 AS센터를 방문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미 고객의 마음은 떠난 뒤였다. 핵심
기능인 방수 또한 설명서에 명시된 것과 달리 완전하지 않았다. 세계 여러 언론들의 뭇매를 맞고
갤럭시S5는 전작 갤럭시S4가 7000만대 팔린 것의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3800만대를 판매하며 쓸
쓸하게 퇴장했다. [Exhibit 10]

4. 엇갈리는 희비: 혁신의 그늘
1) 갤럭시S6의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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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5의 누적판매량이 4천만대 수준으로 전작대비 절반 가량 미진한 성적을 달성하는데 그
치자 삼성전자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프로젝트 제로’를 실시했다. 우선 조직수술부터
감행하였는데 무선사업부 디자인팀장을 교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 산하
상품기획팀을 폐지해 관련 조직을 상품전략팀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했다. 또한 경쟁력이 떨어진다
는 평가를 받았던 콘텐츠 개발조직 미디어솔루션센터(MSC)를 해체하였으며 연말 인사에서 무선
사업부에선 사장 5명중 3명 이 퇴진했다. 비대했던 조직이 슬림화 되면서 무선사업부는 신종균
사장 직할체제로 구축됐다. 신 사장은 제품 개발, 마케팅, 유통 정책 등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
했다. 갤럭시S6를 위해 삼성전자 사업부와 그룹 계열사의 역량이 총동원됐다. 삼성전자의 엑시노
스AP, 삼성디스플레이의 커브드 디스플레이 기술력, 삼성전기의 무선충전 장비 등이 갤럭시S6에
탑재됐다.
이를 통해 탄생한 갤럭시S6는 전작들과 비교하여 완전히 다른 휴대폰이었다. 메탈 소재를 채택
했으며 아이폰5s와 같이 지문인식을 탑재하였다. 화면 액정은 기존의 평면 액정 버전과 더불어
갤럭시엣지에서 커브드디스플레이를 양면으로 사용한 엣지(Edge) 버전 두 가지를 출시하였다. 또
한 아이폰에 대한 비난 소재로 사용하던 일체형 배터리를 채택해 두께를 줄이고, 삼성전자가 연
구하던 공진유도방식의 무선충전 구현이 어렵자 LG전자 등이 주로 사용하던 자기유도방식인 치
(Qi) 표준의 무선 충전을 채택하는 등 갤럭시S 시리즈라고 부르기 어려울만큼 소재와 공법, 탑재
된 부품 등이 변화했다.
무엇보다도 갤럭시S6가 자사의 전작이나 경쟁사들의 제품과 차별화된 것은 삼성페이(Samsung
Pay)의 탑재였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페이 서비스가 도입되어 QR코드 중심의 모바일 페이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던 중국과 달리 한국은 신용카드의 보편화와 페이 서비스 발달 이전의 스
마트폰 보급으로 모바일 페이 시스템이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기존 가맹점들의 마
그네틱 결제 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미국의 모바일 솔루션 업체인 루프페이
(LoopPay)를 인수하여 MST(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을 획득하고 MST 안테나를 갤럭시S6에 탑
재함에 따라 삼성페이 서비스를 런칭하였다. 기존의 아이폰의 방식을 모방하거나 기계의 스펙만
을 상향시키던 방식이 아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의 접근이었다. [Exhibit 11]

"갤럭시S6는 '올 뉴 갤럭시'(All New Galaxy)를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제로베이스에 시작한 스마
트폰입니다."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의 말처럼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는 이름 빼고 모든 게 바뀐 갤럭시
스마트폰이었다. 변화는 성공적이었다. 기기가 출시되기도 전 국내외 이동통신사에서 3000만대
안팎의 예약판매가 이루어졌다. 미국에서의 예약판매는 갤럭시S5의 두 배를 넘고, 국내 예약판매
도 약 50만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 위기의 시작, G4
구본준 부회장 체제부터 MC사업본부를 맡아온 박종석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고 그룹
비서실 출신으로 최연소 사장이 된 조준호 사장이 MC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한다. G3로 성공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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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LG전자는 G3를 뛰어넘는 판매실적을 기록하겠다는 목표 아래 전략 스마트폰 ‘LG G4’를 2015
년 4월 출시한다. 업계 최초의 후면 가죽커버부터 DSLR을 능가하는 카메라, 색 재현율과 명암비
를 크게 개선한 디스플레이 등 LG 계열사의 글로벌 1등 부품 기술력을 모두 모아 최고의 제품을
탄생시켰다고 자부했다.
LG전자는 피쳐폰 시기 디자인에서 소재로 초점을 돌려 성공했던 경험을 발판으로 국내 최초로
‘천연가죽’ 소재의 후면커버를 만들었다. 천연가죽은 편안함, 부드러운 질감을 제공해주나 수분과
열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그 동안 업계에서는 스마트 폰의 소재로 이용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LG전자는 치열하게 연구 개발에 매달렸고 내구성을 대폭 배가시킨 후면 천연 가죽커버를 개발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소재 개발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 것은 기본이며
천연가죽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12주간의 제작 공정 과정이 소요되었다. 가죽의 바느질 작업을
위해 직접 미싱을 하고 테두리 올이 풀리지 않도록 코팅 물질을 직접 손으로 바르는 등 수 많은
수작업도 동원되었다. [Exhibit 12]
G4는 혁신적인 카메라 모듈 역시 갖추었다. LG이노텍의 광주 공장에서 생산된 카메라 모듈은
방진복, 방진화, 방진모, 마스크에 두 겹의 장갑을 착용하고, 7차례 이물제거 절차를 거친 후 출입
가능한 10존 클린룸에서 제작이 이루어진다. 이 카메라 모듈을 위해 LG이노텍은 1년간 핵심공정
을 재설계하고 다양한 상황별 테스트를 끊임없이 진행하였다. 그 결과 F1.8의 조리개 값과 1600
만 화소의 당시 최고 사양의 카메라를 G4후면에 탑재할 수 있었다 조리개 값 F1.4 ~ 2.8의 고성능
DSLR 카메라 렌즈에 견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 ‘셀피’ 촬영 열풍에 맞추어 전면 카메라 역시 가장
높은 800만 화소의 모듈을 탑재했다. 이외에도 LG디스플레이가 개발한 IPS 퀀텀 디스플레이가 아
크형으로 휘어져 멋을 더했으며, LG화학의 착탈식 3000mAh 배터리 등 최고 사양을 모두 담았다.
특히 갤럭시S6가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일체형 배터리를 채택함에 따라 착탈식 배터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 판단했다. LG전자는 G4에 G3의 성공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대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G4는 계속해서 이어질 영업적자의 효시가 되었다. 7월까지 국내에서 30만대
만을 판매했으며, 누적된 판매부진으로 2015년 6월까지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61.9%에서 63.4%로,
애플의 점유율이 5.3%에서 13.1%로 오르는 동안 LG전자의 시장점유율은 26%에서 20.9%로 하락
했다.
비록 G3와 기술적으로 기능을 유지한 채 더 나은 스펙을 제공했지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편
의를 제공하는 기능은 추가되지 않았다. 카메라와 배터리 부분에서는 갤럭시S6보다 나은 스펙을
제공했지만 LG전자가 탑재하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10이 발열 이슈가 있어 G4에는 부득이하게
그보다 낮은 사양의 스냅드래곤 808을 탑재하게 되었다. 이는 갤럭시S6에 탑재된 엑시노스 7420
보다는 낮은 사양이었다. 디자인 부분에서는 가죽커버 외 전작과 별로 달라진 게 없이 신제품 티
만 냈다는 평가가 있는 등 LG전자가 제시한 매력요소들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하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원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무한부팅’ 결함 문제가 발생하면서 브랜
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 14 -

3) 과도한 혁신, G5
G3는 성공했지만 G4가 그 성공을 이어가지 못하자 갤럭시S5 이후 삼성에서도 자성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제로가 시작되었듯, LG전자도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G4가 전임 MC사업본부
장이던 박종석 사장이 재임한 시기에 기획된 것이므로, G5부터는 조준호 사장의 성과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제품 개발에 앞서 각 팀의 혁신 정도를 수치화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조직 등을
없애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내는 부서로 전진 배치했다. 제품 개발 방식도 기존의 ‘핸드오버’
방식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중심’으로 개편했다. 핸드오버 방식에선 기획팀 개발팀 마케팅팀 등이
단계별로 각 제품 개발에 참여한다. 프로젝트 매니저 중심에선 기획 개발 마케팅 인력이 포함된
조직이 특정 제품의 개발을 진행한다. 제품 흥행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특
징이다.
기존의 방법이나 유사한 제품으로는 이미 시장을 장악한 경쟁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아이폰과 갤럭시 시리즈가 배터리 일체형을 선택한 상황에서 배터리 착
탈식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기존의 후면 커버 분리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기계 하단으로 배
터리를 뺄 수 있는 서랍식 분리를 고안하였고 이에 뒤이어 하단을 모듈로 바꿀 수 있는 방식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삼성전자보다 항상 늦게 신제품을 발표를 하던 LG전자가 갤럭시S7 발표에 5시간 앞서 2016년
2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MWC 2016에서 ‘LG G5’를 세상에 공개하였다. 제품 발표회의 분위기는 모
든 것이 달랐다. LG를 상징하는 선홍색 대신 밝은 라임색으로 꾸며진 무대 위로 청바지를 입은
조준호 사장이 올라와 기기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요즘 이용자들은 액션카메라나 드론에 즐거워합니다. 반면 스마트폰에는 더 이상 흥분하지 않
습니다. 스마트폰은 끝난 것일까요?”
조 사장이 첫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의 모험심 넘치는 주머니 속 테마파크라고 G5를 소개하며
G5 하단의 분리형 모듈을 빼는 순간 환호성과 함께 기립박수가 나왔다. 최초의 모듈형 휴대폰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발표회장의 조명과 배경이 바뀌자 조
사장은 "G5와 친구들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G5에 레고 블럭처럼 뺐다 낄 수 있는 모듈 부품들
과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나타났다. 조 사장은 스마트폰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할 것이
라고 말하며 "G5로 이용자의 삶이 다시 즐거워지고 역동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모듈화 전략은 LG전자의 차별화 노력의 결과물이다. 조 사장은 삼성, 애플 양강 체제
가 뚜렷한 상황에서 더 이상 스마트폰의 성능과 가격 경쟁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LG전
자는 앞으로 스마트폰 사업은 '마이웨이'(My way) 전략을 추진해 '의미 있는 3위'에 오르겠다고 그
는 밝혔다. G5는 MWC에서만 32개의 상을 수상했으며 MWC 2016을 주최한 세계이동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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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GSMA)로부터 ‘최고의 휴대전화기기'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이름 빼고 다 바꿨다는 G5는 LG전자의 혁신과 차별화의 집약체로 평가받을만큼 파격적 혁신으
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먼저, 일체형 배터리를 채택한 기계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독특한 슬롯형식의 탈착식 배터리로
해결했다. 모듈형식 배터리는 G5 단말 왼쪽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하단부를 살짝 당기면 배
터리가 디자인 하단부와 함께 밑으로 빠져나온다. 이를 통해 메탈 바디를 유지하면서 배터리 분
리의 편의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세계 최초로 모듈 방식을 적용했다. G5 하단부를 서랍처럼 당기면 배터리
모듈이 분리되는데, 기본 모듈을 빼고 다른 모듈을 넣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카메라 그립 모
듈인 ‘LG 캠 플러스’는 G5에 DSLR 카메라 그립을 제공하며 셔터, 녹화, 줌인앤아웃 등 카메라 기
능을 활용할 수 있는 물리 버튼이 탑재돼 있었다. 또한 LG 하이파이 플러스'는 세계적인 오디오
기업 '뱅앤올룹슨(B&O)'의 'B&O PLAY' 부문과 협업해 만든 32비트 '포터블 하이파이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 모듈로서 스마트폰이 구현할 수 있는 최상위 수준의 오디오 성능을 제공한
다. 또 일반 음원도 원음에 가까운 풍부한 음질로 높여주는 '업비트 & 업샘플링' 기능을 지원한다.
결합 이외에도 유무선 연결 방식이 모듈 방식에 포함되는데 가상현실 기기, 주변 360도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원격조종 가정로봇, 블루투스 헤드셋 등 외부 디바이스 등이 G5와 결합될 수 있
다. LG전자는 위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총 8개의 전용 디바이스를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함께 선
보임으로써 G5와의 연동을 통해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LG전자만
의 모바일 생태계를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애플리케이션 (App)에 머물러 있던 모바일 생태계를
하드웨어로 넓히는 파격이었다. [Exhibit 13]
당연히 G5와 프렌즈는 IT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G5에 대해 “스마트폰 제조사

들은 단순한 개선이 아닌 스마트폰 재발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품”이라며 “미래
스마트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IT 전문 매체인 안드로이드 오소리티는 G5의 모
듈 방식과 관련, “LG G5는 확실히 모바일 시장을 바꿀 잠재력이 있다”며 “외부 기기와 결합 가능

한 모듈 방식이 G5를 가장 독특한 스마트폰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IT 전문 매체 매
셔블은 “G5의 후면 듀얼 카메라는 정말 기발하다. G5를 만능 카메라로 만들어 준다”며 “그 자체로

일상생활에 유용한 기능”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G5의 혁신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다. 제품 출시 초반 반응이 폭발적이었지만 공
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어서 제조에 어려움을 겪자 본사 직
원 300명이 현장에 급파되어 수율을 끌어올리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설계 단계에서 수율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본체와 모듈 사이에 틈이 생기는 유격(이격)이 생기
는 등 전반적으로 기술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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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모듈 제품은 마니아들이 선택하게 되었다. 출시된 모듈 제품들이 비교적 고가임에
따라 카메라나 음악 감상을 마니아적으로 즐기는 사용자들은 만족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사용
자들은 모듈식 착탈을 번거로워 했다. 모듈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대비하여 불편함도
뚜렷이 존재했던 것이다.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자 예정되었던 추가 모듈들도 출시될 수 없는 상
황이 되었다. LG전자는 그해 여름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G5의 혁신적 시도에 대해 사실상
실패하였음을 인정하였고 MC 사업본부는 계속하여 영업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다른 사업부들과 다르게 MC사업본부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분위기를 일신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단행하게 된다. 조 사장은 개편되었던 제품 개발 방식에 더하여 사장
직속으로 PMO(Program Management Officer)를 신설하고 ‘G시리즈 PMO’, ‘V시리즈 PMO’를 나눠
각 시리즈 모델의 상품기획 · 개발 · 생산 · 마케팅까지 사업전반을 총괄하게 했다. 스마트폰 제조
관련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MC선행상품연구소, MC품질경영FD, MC마케팅커뮤니케이션FD 등도 자
신의 휘하로 가져왔다. MC선행상품연구소는 앞으로 출시될 전략상품을 연구하는 조직이며 MC품
질경영FD는 제품 재고를 담당한다. MC마케팅커뮤니케이션FD는 영업을 책임지는 조직이다. 조 사
장은 세 부서의 중간 의사결정을 과감하게 없애고 빠른 의사소통으로 급변하는 스마트폰시장에
발맞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일했던 방식을 혁신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가볍고 빠른 사업체질로 바꿔야 한다”며 MC사업본부의 인원을 LG전자가 신사업으로 투자하고 있
는 VC사업본부(현 VS사업본부)로 재배치하였다. 하지만 이로써 경쟁사와 대비하여 비슷한 라인업
수에 비해 연구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게 되었다.

Epilogue
2018년 5월 LG의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자 그의 양자인 구광모 상무가 LG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한다. 40대에 기업 총수가 된 구광모 회장은 자신을 회장이 아닌 ‘대표’로 불러줄 것을 당부한
다. 직원들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권위적인 회장 호칭 대신 수평적 의미의 대표라는 호칭을 통해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구광모 대표는 ‘뉴 LG’ 구상을 통해 신사업에 대한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 취임 이후 이뤄진 인
사에 있어 그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경험 많은 최고경영자(CEO)들을 유임시킨 한편 예전
과는 다르게 외부 인재 수혈에 있어서도 적극적이다. 특히 LG화학은 사상 최초로 신임 대표이사
부회장에 3M 신학철 수석부회장을 영입했다. 또한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3년 가까운 시간을 주
던 MC사업본부장이 교체되었다. 부사장인 황정환 MC사업본부장은 취임한지 1년만에 융복합사업
개발부문장으로 발령났으며 그 자리를 HE사업본부장인 권봉석 사장이 겸임하게 되었다. 이는 실
적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기보다는 MC사업본부의 본부장을 사장급 인사로 임명하여 힘을 실어주
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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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 간 LG전자는 휴대폰 사업에서 성공과 더불어 숱한 위기와 좌절을 겪어왔다. 기업
전체의 실적과 이미지를 휴대폰이 좌우하고 있다. 비록 상황과 전망이 좋지 않더라도 다가올 미
래에 있어 스마트폰은 IT의 핵심 디바이스이므로 시장에서 철수하기 쉽지 않다. LG의 현 상황에
있어서, 예전 LG전자의 유명했던 광고가 뇌리에 떠오른다.

▌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Exhibi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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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 LG 전자의 MC 사업본부는 피처폰 시기부터 G5 까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LG 전자의 성공과 실패를 아래에 제시된 시기별로 Exploration 과 Exploitation
측면에서 논의해보자.
- 피처폰
- 옵티머스 시리즈(옵티머스 G 제외)
- 옵티머스 G, G2, G3
- G4, G5

2. LG 전자와 삼성전자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핸드폰을 출시하지만 성공과 실패가
엇갈리는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된다. 성과가 크게 비교되는 아래에 제시된 제품들에
대해 두 조직의 Exploration 과 Exploitation 측면에서 의논해보자.
- 옵티머스 시리즈(옵티머스 G 제외) vs. 갤럭시 S, 갤럭시 S2
- G3 vs. 갤럭시 S5
- 갤럭시 S6 vs. G5

3. LG 전자의 Exploration 과 Exploitation 측면에 대하여 조직문화와 리더쉽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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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1] 초콜릿폰, 샤인폰, 프라다폰

[Exhibit 2] 디자인 중시 경영

[Exhibit 3] 지그재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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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4] 아이폰 3Gs 와 갤럭시 S

[Exhibit 5] LG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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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6] 미래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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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7] 옵티머스 G

[Exhibit 8] Q 슬라이드

[Exhibit 9] LG G2 와 후면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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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10] 갤럭시 S3, 갤럭시 S4, 갤럭시 S5 와 후면커버

[Exhibit 11] 갤럭시 S6 엣지와 삼성페이

[Exhibit 12] LG G4 의 후면 가죽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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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13] LG G5 와 프렌즈

[Exhibit 14] 순간의 선택이 10 년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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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15] 연도별 스마트폰 라인업 비교 (2010~2016)
명칭

연도

2010

2011

LG
삼성

갤럭시

S

2012

2013

2014

2015

2016

옵티머스G

G2

G3

G4

G5

S3

S4

S5

S6

S7

S2

[Exhibit 16] LG전자 CEO와 MC사업본부장 (2006~2016)
CEO

김쌍수

남용

구본준

(2003~2007)

(2007~2010)

(2010~2016)

MC사업본부장

안승권

박종석

조준호

(2007~2010)

(2010~2014)

(2015~2017)

[Exhibit 16] LG전자 MC사업본부 실적 추이 (단위: 억 원)
150570
129752

144000

129700

118925

120240

100780

매출
영업이익

-6544

-2758

590

710

312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29752

118925

100780

129700

150570

144000

120240

-6544

-2758

590

710

3120

-4480

-12180

매출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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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0

-12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