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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설립된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은 과학·기술 지식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국내 최고의
미래전략 연구·교육 기관이다. 현재 국내외 많은 석학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류와 지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글로벌 씽크탱크(Global Think Tank)로써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가을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전임 교수로 부임한 이상윤 교수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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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학문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로 석사까지 진학을 했고요.

A.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갈림길은 10살 때 피아노학원

석사 과정에서 ‘정보통신 및 인터넷 기술’을 연구하며 공

대신 컴퓨터 학원을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한 관심

학도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던 저에게 큰 좌절과 궁

이 자연스럽게 과학 고등학교로 이어졌고, 당시 의대 진학

금증을 안겨 준 것은 다름 아닌 ‘인터넷’이었습니다. 오랜

열풍에도 불구하고 저는 KAIST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기간 많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에 의해 개발되었던 효

전자전산 학부에 입학하여 디지털칩 설계부터 통신, OS,

율적이고 최적화된 통신망 기술 대신, 전송이 되는 만큼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IT와 관련된 기술들을

만 전송해 보는 단순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통신망 기

폭 넓게 접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전공으

술이 사람들에게 수용되었고, 그게 정보 혁명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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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의 관점들과 생각을 배울 수 있었

하나씩 설명해 볼까요. 먼저 ‘모방을 통한 혁신 전략

습니다.

(Imitative innovation strategy)’이 있습니다. 이는 제품

미시건대에서의 의미 있는 시간들과 좋은 인연들 덕분에

이나 시스템의 혁신 및 변화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성

유럽에서 일하며 살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

을 완화하고, 모방을 통한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을

다. 덴마크대 경영학과 교수로 일하면서, 학자로서 제 생각

촉진함으로써 조직적 성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적 방

의 틀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생소했던 북

안입니다.1) 삼성을 비롯한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빠른 추

유럽 사회와 문화, 삶을 직접 경험하며 그 내부에서 제가

격자(Fast Follwer) 전략을 취해 접근하여 현재 마켓 리

탐구해 온 조직 신뢰성 메커니즘들을 관찰하며 이해할 수

더로 거듭나고 있는 현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해준다

있었습니다. 또, 조직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

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 SOD(Strategic Organization Design) 그룹에서 훌륭

다음으로, ‘의사결정 구조(Decision-making structure)

한 학자들과 교류하며 좋은 연구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

와 조직적 기억(Organizational memory)’에 대한 것입니

었고, 이 과정에서 훌륭한 연구가 나오기 위한 조직 환경

다. 의사결정 구조의 중앙 집중화(centralization) 정도에

과 구조, 문화에 대한 혜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곳에

따라 조직의 학습 및 혁신 과정이 다르게 진행되고, 이는

서 좋은 인연들과 큰 기회들, 그리고 사랑하는 제 인생의

조직적 성과의 신뢰성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연

동반자도 얻었네요. 이제 한국에서 새롭게 도전해 보아야

구는 최근 스마트폰 기술과 조직 시스템의 복잡성, 그리

할 여러가지 비전들을 함께 그려보고 있고요.

고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로 인한 조직 기억 변화 등 여러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삼성 갤럭시 노트 폭발

Q2 연구하셨던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주신다면 어떤 것들
이 있을까요?

사고에 대한 이해와 해결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학부와 석사에서 전자전산을 공부했고, 박사 때는 경

세 번째로, ‘혁신을 위한 변화 과정 속에서 루틴(Routain:

영학을 배우면서 이 두 학문의 연관성이 제 연구에 많은

업무 프로세스, 생산 과정, 전산화, 자동화 등)과 조직적

도움이 됐습니다. 공학 쪽에서 배웠던 컴퓨터의 모듈이나

관성(Organizational inertia)’에 대한 연구입니다.2) 본

반도체의 설계 구조 등은 경영학에서의 조직이나 수직·

연구는 루틴으로부터의 관성이 계획된 변화들을 지연시

수평적 계층 구조 등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구

킨다는 잘 알려진 결과로부터 파생되는 알려지지 않은

조적인 측면’과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실제

현상들(예: 계획된 변화들의 의도치 않은 재조합)을 조명

저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쪽에서 조직이론에 대한 많

함으로써, 루틴이 조직적 관성은 물론 장기적으로 조직

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적 안정성과 함께 올바른 변화와 학습을 도울 수 있다는

제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경영학에서 ‘조직 신뢰성

이론을 제시하고, 그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Organizational Reliability)’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연구

이는 전략/조직 및 혁신 이론은 물론, 나아가 루틴이라는

의 핵심은 ‘혁신을 위한 변화’는 물론, 그러한 변화 과정에

개념에 기반을 둔 진화경제학에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

서 위험성(Risk)에 대한 내성을 높여 주는 전략적/조직적

합니다.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들이 다 그러한 메커니

마지막으로 ‘중복을 허용하는 업무 구조 (overlap-

즘들에 대한 탐구입니다.

tolerant task structure)’에 대한 것입니다. 구성원들 간의

1 Posen, H. E., Lee, J., and Yi, S. 2013. The Power of Imperfect Imit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4(2): 149–164.
2 Yi, S., Knudsen, T., and Becker, M. C. 2016. Inertia in Routines: A Hidden Source of Organizational Variation. Organization Science, 27(3):
7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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