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요요요약약약약

ⅠⅠⅠⅠ.... eeee----TTTTrrrraaaannnnssssffffoooorrrrmmmmaaaatttt iiiioooonnnn의의의의 필필필필요요요요성성성성

전전전전략략략략 기기기기본본본본방방방방향향향향

→ 네트워크 경영
→ 고객주도 경영
→ 개성중시 경영
→ 인텔리전스 경영

부부부부문문문문별별별별 eeee----TTTTrrrraaaannnnssssffffoooorrrrmmmmaaaatttt iiiioooonnnn 전전전전략략략략

PPPPrrrroooodddduuuucccctttt SSSSoooouuuurrrrcccciiiinnnngggg CCCCuuuussssttttoooommmmeeeerrrr MMMMggggtttt.... SSSSyyyysssstttteeeemmmm

네네네네트트트트워워워워크크크크화화화화
NNNNeeeettttwwwwoooorrrrkkkk

ㆍ제품 네트워크화
ㆍ토털솔루션화

ㆍ소싱 네트워크화
확대

ㆍ쌍방향 고객
네트워크 구축

ㆍ네트워크 조직
구현

고고고고객객객객주주주주도도도도화화화화
CCCCuuuussssttttoooommmmeeeerrrr----ddddrrrriiiivvvveeeennnn

ㆍ고객참여형
제품개발

ㆍ고객가치와
일체화

ㆍ고객커뮤니티
파워 인식ㆍ활용

ㆍ고객위주 경영
구현

개개개개성성성성화화화화
IIIInnnnddddiiiivvvviiiidddduuuuaaaalllliiii ssssmmmm

ㆍ모빌ㆍ레고형
제품확산

ㆍ개성있는 SCM
모듈로 변신

ㆍ대량맞춤형
생산체제구축

ㆍ임직원의 창의성ㆍ
감성 극대화

인인인인텔텔텔텔리리리리전전전전트트트트화화화화
IIIInnnntttteeeellllllll iiii ggggeeeennnncccceeee

ㆍ인텔리전트
제품의 확산

ㆍ전략적 소싱의
구현

ㆍ고객케어 서비스
구축

ㆍ조직 인텔리전스
구현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화화화화의의의의 4444대대대대 부부부부문문문문

- 제품(PPPProduct)
- 고객관계(CCCCustomer)
- 조달(SSSSourcing)
- 경영시스템(MMMMangement System)

ⅡⅡⅡⅡ....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경경경경영영영영환환환환경경경경의의의의 변변변변화화화화 트트트트렌렌렌렌드드드드

→ 네트워크화 → 고객주도화 → 개성화 → 인텔리전트화

ⅢⅢⅢⅢ.... eeee----TTTTrrrraaaannnnssssffffoooorrrrmmmmaaaatttt iiiioooonnnn전전전전략략략략의의의의 기기기기본본본본방방방방향향향향

조달 고객

제품

경영

ⅣⅣⅣⅣ.... 제품(PPPProduct)의 디지털화

ⅧⅧⅧⅧ.... 단계별 추진방향

전전전전통통통통기기기기업업업업

ⅥⅥⅥⅥ.... 고객관계(CCCCustomer)의 디지털화

ⅦⅦⅦⅦ.... 경영시스템(MMMManagement)의 디지털화

ⅤⅤⅤⅤ.... 조달(SSSSourcing)의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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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eeee----TTTTrrrraaaannnnssssffffoooorrrrmmmmaaaattttiiiioooonnnn의의의의 필필필필요요요요성성성성

□ 온라인 업체간 경쟁 격화, GEㆍ소니 등 선도업체들의 디지털 전환 등 온

ㆍ오프와 무관하게 디지털화 경쟁이 본격화

- 이러한 추세를 외면할 경우 「디지털 다윈이즘(Digital Darwinism)」에

따라 생존 자체의 위기가 도래

□ 전통기업은 기존 사업운영의 경험, 생산 및 물류 인프라와 브랜드력, 유ㆍ

무형 자원 등 e-Transformation의 레버리지를 이미 확보

-전통기업은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토대로 사업기반을 조기에 확충

-전통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 역시 안정적인 사업 정착에 일조

□ 전통기업은 e-Transformation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신사업ㆍ신제품ㆍ신서비스를 확보

▷ 한 차원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 비약적인 조달비용의 절감 및 필요 역량의 신속한 확보

▷ 미래지향형 경영프로세스 및 기업문화를 조성

□ e-transformation은 몇몇 신규 온라인사업의 추진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

니며,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관계 및 내부 경영체질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

- 디지털 기술이 초래하는 사회ㆍ문화적 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시스템의 내

부 구조 및 경영이념ㆍ철학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

□ 디지털 환경의 영향을 감안, 경영 기능 및 단계별로 내적정합성을 갖춘 전

략적 접근이 필수적

-전략적 고려 없이 접근할 경우 디지털화를 오히려 후퇴시킬 위험성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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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환환환환경경경경변변변변화화화화의의의의 트트트트렌렌렌렌드드드드

1111.... 부부부부문문문문별별별별 환환환환경경경경 분분분분석석석석

□ 환경 접점에 따라 ▷ 제품ㆍ기술 환경 ▷ Sourcing 환경 ▷ 고객ㆍ시장

환경 ▷ 기업경쟁 환경의 네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

디지털환경 분석의 틀

기술환경

기업Sourcing
환경

고객/시장
환경

기업경쟁
환경

1111)))) 제제제제품품품품ㆍㆍㆍㆍ기기기기술술술술 환환환환경경경경의의의의 변변변변화화화화

□ 모든 제품에 칩(chip)이 내장되면서 단독형(Stand-alone)제품이 네트워크

의 노드(node)로 전환

□ 모바일 기술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

→ 풀타임 네트워크 접속의 인프라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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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제품과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는 모듈형 부품의 가치가 급증하고

핵심모듈의 중요성이 증가

□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품 스스로 기능을 진화시키는 인텔리전스 기

술이 고도화

→ 메르세데스 스포츠카는 운전자에 적응, 변속의 속도와 조건들을 스스로

변경

2222)))) SSSSoooouuuurrrrcccciiiinnnngggg 환환환환경경경경의의의의 변변변변화화화화

□ 고객니즈의 다양화ㆍ변동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Sourcing체제의

요구가 증대

□ 공급사슬(Supply chain)은 재고가 유통되는 경로에서 고객정보가 유통되는

네트워크로 변모

□ IT Enabler 기술의 고도화로 공급체인 전반에 걸쳐 실시간 온라인 통신이

가능해지는 등 B2B 네트워크 구축의 인프라가 조성

3333)))) 고고고고객객객객ㆍㆍㆍㆍ시시시시장장장장환환환환경경경경의의의의 변변변변화화화화

□ 고객과 24시간 접촉(contact)이 가능해지고 기업이 관리해야 할 고객채널

이 증가

→ 채널간 갈등의 조정과 극복이 주요 과제로 대두

□ 정보비대칭성이 소멸함에 따라 고객들이 경영의 전과정에 걸쳐서 영향력을

확대

→ 작은 하자도 수십년간 쌓아온 고객신뢰를 하루 아침에 소멸시키는 위력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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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위적인 매스 마케팅은 효력을 상실하고 개별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

팅의 중요성이 증대

□ 고객DB 마케팅이 발달하면서 단순 자료축적에서 고객에 대한 지식ㆍ지혜

까지 이끌어내는 고도화된 분석기법을 활용

4444)))) 기기기기업업업업경경경경쟁쟁쟁쟁환환환환경경경경의의의의 변변변변화화화화

□ 기업 해체와 연합이 병존하는 가운데 경쟁관계의 구별이 모호

□ 고객의 파워가 강화됨에 따라 고객을 기업의 전략 파트너화해야 할 필요성

증대

□ 가치창출의 원천으로서 기술이나 조직력 못지 않게 개인의 중요성이 증가

□ 기업역량에서 지식, 문화, 명성 등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

2222....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경경경경영영영영환환환환경경경경의의의의 4444대대대대 트트트트렌렌렌렌드드드드

□ 부문별 환경변화의 내용을 검토, 전부문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공통

트렌드를 도출

▷ 네트워크화 → Stand-alone 실체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매체로 연결되

면서 경쟁력 향상과 신가치창출을 모색

▷ 고객주도(Customer-driven)화 → 고객의 정보능력이 향상되면서 경영체

제 자체의 무게 중심이 이동

▷ 개성화 → 전부문에서 획일적 요소들의 개성화ㆍ다양화가 진전

▷ 인텔리전스화 → 가치원천으로서 지식ㆍ감성의 중요성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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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eeee----TTTTrrrraaaannnnssssffffoooorrrrmmmmaaaattttiiiioooonnnn 전전전전략략략략의의의의 기기기기본본본본방방방방향향향향

1111.... 4444대대대대 전전전전략략략략 기기기기본본본본방방방방향향향향

□ 환경변화 4대 트렌드에 대응하는 e-Transformation 전략의 기본방향 설정

■ 네네네네트트트트워워워워크크크크 경경경경영영영영 → 연결접점을 구축, 연결망을 확장하고 연결주체들간

정보교류와 기능접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신가치를 창출

■ 고고고고객객객객주주주주도도도도 경경경경영영영영 → 고객주도의 이념을 확립하고, 고객과의 접면을

최대화하는 逆피라미드 경영을 구현

■ 개개개개성성성성중중중중시시시시 경경경경영영영영 → 모듈화를 통한 제품ㆍ서비스의 개성화를 추구하고

조직내에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

■ 인인인인텔텔텔텔리리리리전전전전스스스스 경경경경영영영영 → 지식기반을 고도화하고 제반 경영요소들의 자기

학습능력을 극대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전전전전략략략략 기기기기본본본본방방방방향향향향

2222.... 전전전전략략략략의의의의 부부부부문문문문별별별별 전전전전개개개개

□ 이 보고서에서는 디지털화 추진의 4대 부문을 제품, 조달(Sourcing), 고객

관계, 경영시스템으로 설정

- 제품: 네트워크 제품을 지향하면서 다양화된 고객니즈에 대해 모듈화 등

첨단기술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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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sourcing): 공급체인의 전체최적화를 통해 효율향상을 기도하고, 전

략니즈에 부응하는 핵심역량의 적기 조달체제를 구축

- 고객관계: 고객의 파워 확대를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고객의 내면적 니즈

까지 충족시키는 토털케어 서비스를 제공

- 경영시스템: 오프라인 조직상에 존재했던 낭비요인들을 제거하면서 창의

성ㆍ감성ㆍ인텔리전스 등을 극대화

디지털 경영 기본방향과 부문별 전략

e-PRODUCT e-SOURCING e-CRM e-MANAGEMENT

네트워크화
NETWORK

네트워크화
NETWORK

고객주도화
CUSTOMER-DRIVEN

고객주도화
CUSTOMER-DRIVEN

개성화
PERSONIFICATION

개성화
PERSONIFICATION

인텔리전트화
INTELLIGENCE

인텔리전트화
INTELLIGENCE

PRODUCTPRODUCT SOURCINGSOURCING CUSTOMERCUSTOMER Mgt. SYSTEMMgt. SYSTEM

네트워크
조직의 구현

임직원의
창의성/감성을
극대화

조직 인텔리전스
의 구현

고객의 기대를
앞서가는

고객케어서비스

Masscustomi-
-zation체제 구축

고객커뮤니티
파워 활용

고객가치와
일체화된
소싱체제 구축

개성있는 SCM
모듈로 변신

소싱의
네트워크화
확대

모빌/레고형
제품의 확산

제품의 네트워크
/토털솔루션화

고객참여형
제품개발

학습능력을 갖춘
인텔리전트 제품
의 확산

쌍방향 고객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소싱의
구현

고객위주
경영 구현

(逆Pyramid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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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제제제제품품품품의의의의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화화화화

1111.... 제제제제품품품품의의의의 네네네네트트트트워워워워크크크크ㆍㆍㆍㆍ토토토토털털털털 솔솔솔솔루루루루션션션션화화화화

□ 제품의 네트워크 노드화를 기반으로 각종 지식과 정보를 실시간 연결하고

고도의 부가기능을 추가

-궁극적으로는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

-타 제품과 순조로운 연결을 위해 표준 설정 과정에서 lock-out에 유의

2222.... 고고고고객객객객참참참참여여여여형형형형 제제제제품품품품개개개개발발발발

□ 제품개발 과정에서부터 고객의 참여를 유도,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

- 한걸음 더 나아가 고객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ㆍ서비스를 웹상에서 스스로

설계하는 시스템이 필요

3333.... 모모모모빌빌빌빌ㆍㆍㆍㆍ레레레레고고고고형형형형 상상상상품품품품의의의의 확확확확산산산산

□ 부품 및 소재의 모듈화를 기반으로 레고형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Customization) 능력을 극대화

-모빌화 기술 발전에 부응하여 개별고객 니즈에 맞춘 개성화된 제품을 개발

4444.... 학학학학습습습습능능능능력력력력을을을을 갖갖갖갖춘춘춘춘 인인인인텔텔텔텔리리리리전전전전스스스스 제제제제품품품품의의의의 확확확확산산산산

□ 학습능력을 갖추고 고객의 사용관습에 스스로 적응하는 제품을 개발

□ 복잡하고 다기능화된 제품의 사용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객 인터페이

스의 고도화를 지속 추진

10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VVVV.... SSSSoooouuuurrrrcccciiiinnnngggg의의의의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화화화화

1111.... SSSSoooouuuurrrrcccciiiinnnngggg의의의의 네네네네트트트트워워워워크크크크화화화화 확확확확대대대대

□ IT Enabler의 발전을 기반으로 공급체인의 개방화ㆍ글로벌화를 적극 추

진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정보보안, 상호간 조정비용 등이 대폭 감소

-자사 역량이나 강점을 토대로 B2B네트워크에 선제적 참여를 준비

□ 부품ㆍ원자재 조달에서 신사업ㆍ신기술까지 시장에서 조달하는 시스템으로

이행

- 사업역량 및 기술 등의 조기 조달을 위해서 전략적 A&D 등이 유력한 수

단으로 등장

2222.... 고고고고객객객객가가가가치치치치와와와와 일일일일체체체체화화화화된된된된 SSSSoooouuuurrrrcccciiiinnnngggg체체체체제제제제 구구구구축축축축

□ Sourcing기능을 기업 전체의 가치창조과정에 긴밀하게 통합

- Sourcing부서와 판매시장간의 거리를 단축하고 시장의 동향이 리얼타임

으로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설계

□ 고객의 다양한 시장 수요가 Sourcing 과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디지털 인프

라를 통한 기능강화를 추진

- IT Enabler 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관리시스템을 총점검하고 향후의 발

전가능성을 고려, 확장가능한(scalable) 시스템을 구축

-이러한 시스템을 기업경계를 넘어서 공급체인 전체로 확대

전통기업의 e-Transformation 전략 (요약) 11



3333.... 개개개개성성성성있있있있는는는는 SSSSCCCCMMMM((((SSSSuuuuppppppppllllyyyy cccchhhhaaaaiiiinnnn mmmmaaaannnnaaaaggggeeeemmmmeeeennnntttt))))모모모모듈듈듈듈로로로로 변변변변신신신신

□ 특화된 역량보유기업으로 공급체인상에서 주도적 입지를 구축

- 외부업체들과 수시로 이합집산하며 외부 환경변화의 충격을 유연하게 흡

수하는 모듈형 공급체인을 형성

□ 고객의 고객, 공급자의 공급자까지 연결함으로써 공급체인 프로세스의 범

위를 더욱 확대

-구매자와 판매자가 많이 연결될수록 기대되는 가치창출효과가 극대화

4444.... 전전전전략략략략적적적적 SSSSoooouuuurrrrcccciiiinnnngggg의의의의 구구구구현현현현

□ 환경변화 및 전략경로의 변경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전략 Sourcing시스

템을 구축

-Moving Planning 방식을 채택하여 전략경로 수정에 즉시 대응

- 고객정보의 누적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조망하고, 돌발적인 수요 진폭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확보

□ 진화된 B2B시장의 기능을 적극 활용, Sourcing의 반응성과 유연성을 극

대화

-필요한 역량을 언제든지 즉시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의 구축이 궁극적 목표

- 구매자와 판매자간 접점을 확대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가능한 모

든 경우에 적기 대응이 가능

12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ⅥⅥⅥⅥ.... 고고고고객객객객관관관관계계계계의의의의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화화화화

1111.... 쌍쌍쌍쌍방방방방향향향향 고고고고객객객객 네네네네트트트트워워워워크크크크 구구구구축축축축

□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객정보를 축적하고 핵심고객에 대한 지속적 데이터

관리를 수행

-분류된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수립

□ 자생적 고객 커뮤니티의 발생을 지원하고 공통의 가치를 전파

- 커뮤니티를 통해 고객주도의 서비스 시스템 및 지식공유를 고객과의 공감

경영을 추진하는 매체로 활용

2222.... 고고고고객객객객파파파파워워워워의의의의 인인인인식식식식 및및및및 활활활활용용용용

□ 고객의 파워가 기업의 번영과 쇠퇴를 좌우하는 요인임을 명심하고 우호집

단의 형성을 지원하는 등 고객관련 리스크 대책을 강구

- 고객의 정서에 반하는 언행이나 문제 대처는 작은 하자를 일파만파의 대

형사고로 증폭시키는 위력을 발휘

□ 고객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는 고객주도형 거래를 구현함으로써 원스톱형

토털 솔루션 제공의 기회를 확대

-고객측의 주도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고객가치를 극대화하는 거래가 가능

3333.... 대대대대량량량량맞맞맞맞춤춤춤춤생생생생산산산산((((MMMMaaaassssssss----ccccuuuussssttttoooommmmiiiizzzzaaaattttiiiioooonnnn)))) 체체체체제제제제 구구구구축축축축

□ 웹을 기반으로 고객을 집단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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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대한 개별 고객 데이터를 전시스템이 공유, 언제 어디서든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 전체 가치창출 기여도를 기준으로 고객을 분류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차별화

4444.... 고고고고객객객객의의의의 기기기기대대대대를를를를 앞앞앞앞서서서서는는는는 고고고고객객객객케케케케어어어어 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

□ 고객니즈의 변동을 리얼타임으로 체크하는 센서(sensor) 시스템을 구축

- 업종별로 고객선호 변동의 선행지표를 확립하고 사전적인 예보기능을 강화

하고 전체적인 평균치보다는 개별고객들의 행동에 주목

□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고부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고객의 평생가치

(lifetime value)를 극대화

ⅦⅦⅦⅦ.... 경경경경영영영영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화화화화

1111.... 네네네네트트트트워워워워크크크크 조조조조직직직직의의의의 구구구구현현현현

□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및 경영프로세스의 고속화 달성

- 기회포착, 위협 감지 및 이에 대한 반응태세 구축이 모두 리얼타임으로

일어나도록 유기체적 대응체제 구축

□ 기업과 기업간, 기업내 부문간 연결조직(Interface)의 강화를 통해 문턱없

는 정보와 물자의 흐름을 유도

- 각종 시스템간 호환성 보장과 이에 따른 정보보안 문제 등에 대한 치밀한

대비 필요

14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2222.... 고고고고객객객객위위위위주주주주 경경경경영영영영 구구구구현현현현

□ 수동적 고객만족에서 벗어나 고객주도의 이념을 경영 전체의 핵심가치로

설정

-고객을 정보ㆍ역량ㆍ비전을 제공하는 경영자원 제공자로 간주

□ 조직 전 부문에 고객 접점을 설치하고 고객과의 거리를 최소화

- CEO부터 솔선수범하여 고객과의 접촉 시간을 늘이는 등 고객접점화

-구성원 모두 고객을 의사결정의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인식

3333.... 개개개개인인인인의의의의 창창창창의의의의성성성성ㆍㆍㆍㆍ감감감감성성성성을을을을 극극극극대대대대화화화화

□ 창조적 개인의 창의성 발현을 위한 열린 공간 형성에 주력

-자금ㆍ인프라를 지원하고 리스크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위험감수를 고취

ㆍ실패는 용인하되 평가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필터기능을 강화

□ 지성과 감성의 조화, 특히 N세대적 감각ㆍ상상력ㆍ정서의 확보가 관건

-특이인재의 확보를 통해 조직다양성을 제고

ㆍ해커, 아티스트 등 다양한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환경 대응능력을 극대화

4444.... 조조조조직직직직 인인인인텔텔텔텔리리리리전전전전스스스스의의의의 구구구구현현현현

□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기업 내부 경영자원의 지능화(e-Intelligence)를 지원

하고 조직내 신경망을 구축

- 경영프로세스의 효율화ㆍ스피드화에서 지식충돌 및 융합을 지원하는 지식

인프라 구축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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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ⅧⅧⅧ.... 단단단단계계계계별별별별 추추추추진진진진방방방방향향향향

1111.... 단단단단계계계계별별별별 접접접접근근근근의의의의 기기기기조조조조

1단계: 디지털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 경영 요소간의 연연연연결결결결접접접접점점점점을을을을 확확확확보보보보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스피드와 인터페이스를 동시 달성

▷ 신신신신ㆍㆍㆍㆍ구구구구채채채채널널널널간간간간 갈갈갈갈등등등등을을을을 조조조조정정정정하고 온ㆍ오프라인 시너지를 극대화

2단계: IT로 인한 사회문화 변화에 대응

▷ 연결점점의 확장ㆍ심화ㆍ고부가화를 통해 커커커커뮤뮤뮤뮤니니니니티티티티를를를를 형형형형성성성성하고

新고객가치를 창출

▷ 지식을 매개로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을을을을 VVVViiiirrrrttttuuuuaaaallll화화화화하고 사이버 공간의 가치시스템

을 주도

단단단단계계계계별별별별 전전전전략략략략

□ e-Transformation 전략은 디지털 기술발전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거쳐 기

술발전의 사회ㆍ문화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

2222.... 단단단단계계계계별별별별 추추추추진진진진방방방방향향향향의의의의 세세세세부부부부내내내내용용용용

□ 디지털 전략의 4대 부문별로 단계별 전략을 제시

- 1단계의 순조로운 이행이 2단계 전략 수행의 전제조건으로 작용

- 2단계에서는 B2B커뮤니티, 고객커뮤니티, 가치창출 커뮤니티 등 기업 내

외의 다양한 커뮤니티의 창출과 유지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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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칩 내장을 통한 네트워크 서버화, 핵심부품 모듈화의 단계를 거쳐 사

업 자체를 모듈화ㆍ제품화하는 단계로 이행

□ 조달: 기존 공급체인의 개방화ㆍ효율화 수준에서 전략적 A&D 등 사업과

핵심역량까지 실시간 조달하는 체제로 이행

□ 고객관계: 고객접점을 확보하고 사이버채널을 개설하는 단계에서 고객커뮤

니티와 공감경영을 달성하는 수준까지 진화

□ 경영시스템: 스피드ㆍ인터페이스 확보에서 대기업 조직과 실리콘밸리형 문

화의 공존, 진정한 가상기업체제 구현으로 이행

전략기본방향과 부문별 실천전략

연결접점의 구축 채널간 갈등 조정 커뮤니티 구축 시스템의 Virtual화

제품

고객관계

투자이익 중시
(회사의 상품화)

고객주도 커뮤니티
의 충성도 확보

가상기업 창출

1 단계 2 단계

실리콘밸리형
가치창조
커뮤니티 구축

오프라인제품에
칩을 내장

고객접점 확보
사이버채널 구축

채널간 갈등 조정
(시장성과에
의한 경쟁)

초고속
인터페이스 경영

디지털리더십 확립
(cannibalism)

표준 문제에 대응
(Standard-based

Approach)

B2B커뮤니티 구축
(e-Marketplace)

고객역량
활용체제

(전략파트너화)

개방/모듈형
공급체인 구축

부문별 최적화에서
전체동시최적화

지향
Sourcing

경영시스템

전략적 A&D 등
리얼타임 소싱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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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序序序序:::: eeee----TTTTrrrraaaannnnssssffffoooorrrrmmmmaaaattttiiiioooonnnn의의의의 필필필필요요요요성성성성

1111.... 최최최최근근근근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화화화화의의의의 동동동동향향향향과과과과 전전전전통통통통기기기기업업업업의의의의 반반반반격격격격

□ 인터넷 시장에 뒤늦게 참여한 전통기업들이 98년 하반기부터 시장을 주도

하기 시작

-온라인 경쟁업체에 추월당했던 전통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호전되는 추세

ㆍ미국 최대서점망을 운영중인 반즈앤노블이 그간의 부진을 벗고 경영호전

ㆍe토이즈에 완패한 것으로 여겨졌던 Toys-R-Us가 회복기조로 전환

-전통기업들이 온라인에서도 우세를 보일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

ㆍ순수 인터넷기업의 생존기반이 취약하며 오프라인상의 강점과 접목되어

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 전통기업과 온라인기업의 교차진출 및 협력이 모색

- 전통기업이 가상 쇼핑몰을 개설하고 온라인기업은 실물 상점에 진출하는

등 수렴현상이 진행

ㆍ온라인과 오프라인 적절한 결합이 향후 시장을 주도

- AOL과 타임워너의 합병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적절한 통합이 유력한

전략으로 등장 (짐 브레이어, 월마트닷컴 대표)

□ e-Transformation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시점

- 적자생존을 통한 e-비즈니스 강자의 출현, GEㆍ소니 등 선도기업들의 성

공적 디지털 전환 등 온ㆍ오프와 무관하게 디지털화 경쟁이 본격화

- 이러한 추세를 외면할 경우 「디지털 다윈이즘(Digital Darwinism)」에

따라 생존 자체의 위기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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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기업은 기존사업 운영의 경험으로부터 수익창출을 위한 각종 능력 확보

- 전통기업의 마케팅력ㆍ기획력ㆍ기술력 등은 온라인상에서도 십분 활용

가능

ㆍ콘텐츠 제공이나 커뮤니티 구성만으로는 수익모델 개발이 불가능하며,

전통기업의 사업역량이 필수적

- 모기업으로부터 인력ㆍ아이디어ㆍ자금 등을 지원받아 초기 진입비용 최

소화

□ 생산 및 물류 인프라와 브랜드력 등 유ㆍ무형 자원을 레버리지로 활용

-전통기업은 판매채널, 거래선, 자금조달 등에서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토대로 사업기반을 조기에 확충

-전통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 역시 안정적인 사업 정착에 일조

ㆍ신뢰기반이 취약한 닷컴기업들은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광고에 투자할 정

도로 브랜드자산 구축에 한계를 노출

2222.... eeee----TTTTrrrraaaannnnssssffffoooorrrrmmmmaaaattttiiiioooonnnn의의의의 기기기기대대대대효효효효과과과과

□ 전통기업이 e-Transformation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

과는 다음과 같음

-점진적ㆍ양적 개선효과보다 급진적ㆍ질적 혁신을 지향

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신사업ㆍ신제품ㆍ신서비스를 확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단독 제품을 네트워크화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

ㆍ모바일ㆍ모듈화 기술을 응용, 개성적이고 다양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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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 차원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 대량맞춤생산(Mass-customization) 체제를 구축하고 고객의 다양한 니즈

를 저렴한 비용으로 충족

-온라인상에서 고객에 대한 맞춤형ㆍ초고속 서비스를 제공

③ 조달비용의 비약적인 절감 및 필요역량의 신속한 확보

-공급체인의 디지털화를 통해 비약적인 비용절감을 실현

ㆍ품목의 다양화(주문생산),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량생산

체제하의 효율성 및 원가경쟁력을 유지 또는 능가

-A&D 등을 활용, 전략적 필요에 따른 핵심역량의 확보 스피드를 극대화

④ 미래지향형 경영프로세스 및 기업문화를 조성

-불필요한 중간단계를 제거하고 의사결정 및 경영 프로세스의 고속화 달성

(Dis-intermediation)

- 위계질서 중시의 기업 조직을 개편하고 자율과 창의가 숨쉬는 실리콘 밸

리형 기업문화를 구현

3333.... eeee----TTTTrrrraaaannnnssssffffoooorrrrmmmmaaaattttiiiioooonnnn 전전전전략략략략의의의의 필필필필요요요요성성성성

□ e-Transformation은 몇몇 신규 온라인사업의 추진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

니며,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관계 및 내부 경영체질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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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업무방식을 고수한 채 단순히 원가절감, 스피드 제고, 생산성 향상만

을 지향하는 것은 전환의 1단계에 해당

ㆍ1단계의 디지털화로는 지속적인 효율 향상에 한계

- 디지털 기술이 초래하는 사회ㆍ문화적 변화에 대응, 경영시스템의 내부

구조 및 경영이념ㆍ철학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

ㆍ이 단계에서 변화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고 신ㆍ구 채널간 갈등이 증폭되

는 등 어려움이 발생

□ 디지털 환경의 영향을 감안, 경영 기능 및 단계별로 내적정합성을 갖춘 전

략적 접근이 필수적

-전략적 고려 없이 접근할 경우 디지털화를 오히려 후퇴시킬 위험성 내포

-또한 특정 부문에 편중될 경우 피상적 디지털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ㆍe-비즈니스, B2B 추진 등 일시적 유행의 추종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본 보고서에서는 전통기업의 e-Transformation 전략의 기본방향과 세부

실천전략을 제시

- 디지털화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 그로부터 전환전략의 기

본방향을 도출

- 디지털화가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4대 부문(제품, 조달, 고객, 경영)

을 제시하고 부문별로 실천전략을 전개

-마지막으로 디지털화의 단계별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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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환환환환경경경경변변변변화화화화의의의의 트트트트렌렌렌렌드드드드

1111.... 부부부부문문문문별별별별 경경경경영영영영환환환환경경경경 변변변변화화화화

□ 경영환경 전부문에 걸쳐 디지털화가 급진전

- 기업-환경간 접점이 온라인화ㆍ네트워크화 되면서 경계의 소멸ㆍ정보 비

대칭성의 붕괴 등 근본적 변화가 진전

ㆍ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존 경쟁원천의 상실이 불가피

- 경영환경을 환경과의 접점에 따라 ▷ 제품ㆍ기술 환경 ▷ Sourcing 환경

▷ 고객ㆍ시장 환경 ▷ 기업경쟁 환경의 네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

디지털환경 분석의 틀

제품ㆍ기술환경

기업Sourcing
환경

고객ㆍ시장
환경

기업경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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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제제제제품품품품ㆍㆍㆍㆍ기기기기술술술술 환환환환경경경경의의의의 변변변변화화화화

제제제제품품품품의의의의 네네네네트트트트워워워워크크크크화화화화

□ 모든 제품에 칩(chip)이 내장되면서 단독형(Stand-alone)제품이 네트워크

의 노드로 전환

- 인터넷과 연결하여 외부와의 교신이 가능해지면서, 단독형 제품이 네트워

크의 부분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

ㆍ냉장고가 홈 오토메이션의 허브로, 자동차는 이동 포털(moving portal)로

전환

ㆍ소니는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을 플랫폼화하고, 인터넷, 방송 등 다양

한 콘텐츠를 연결

□ 제품의 네트워크화가 진전됨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의 융합이 고도화

-제품과 서비스간의 구별이 모호해지면서 2.5차 산업의 발전이 본격화

- 네트워크로 연결된 제품ㆍ서비스군의 디자인을 통해, 고객에 대한 진정한

토털케어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

모모모모바바바바일일일일 기기기기술술술술의의의의 고고고고도도도도화화화화

□ 모바일화는 인터넷의 출현 못지 않은 커다란 화두로 부상중

- 모바일화가 실현됨으로써 디지털 혁명이 완결되는 것으로 간주(東京大 安

田浩 교수)

□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자 하는 요구에 부응하여 모바일 기술

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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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와의 풀타임(full-time)접속에 대한 니즈가 증가

ㆍ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한 네티즌들에게 모바일 기기가 필수품으로

등장

- 모바일 기술을 통해 기존의 유선환경에서 발생하는 데드타임(dead time)

이 생산적 시간(productive time)으로 전환

모모모모듈듈듈듈화화화화 기기기기술술술술의의의의 중중중중요요요요성성성성 증증증증대대대대

□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는 모듈형 부품의 가치가 급증

-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응, 제품사양을 빠른 시간에 저렴한 비용

으로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관건

ㆍ자동차ㆍ소프트웨어ㆍ제어장치 등 다양한 산업에서 모듈화 기술의 중요

성이 급속도로 부각

-다수의 시스템에 대해 호환성을 갖는 핵심모듈의 확보가 기업생존을 좌우

ㆍ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우 모듈화가 가능한 업체를

중심으로 M&A와 전략적 제휴가 전개

□ 핵심모듈 및 부품업체가 기술과 제품개발을 주도

- 조립사업보다, 핵심부품ㆍ통합서비스ㆍ네트워크 사업에서 고수익이 나는

구조로 변모

- 업계 표준의 위치를 장악한 핵심모듈 및 부품은 전형적인 수확체증적 성

장을 구가하며 고수익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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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인인텔텔텔텔리리리리전전전전스스스스 기기기기술술술술의의의의 고고고고도도도도화화화화

□ 제품을 사용할수록, 고객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고 자동으로 서비스를 개선

해가는 인텔리전트 제품의 개발이 본격화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제품 스스로 환경 변화에 대응

ㆍ97년형 메르세데스 스포츠카의 변속장치는 운전자에 적응, 운전자의 습

관에 따라 변속의 속도와 조건들을 스스로 변경

- 제품이 고객의 욕구를 사전적으로 예상하는 예측기능, 불필요한 정보ㆍ서

비스를 걸러내는 여과기능 등을 보유

ㆍFirefly, Net Perceptions는 사용자의 과거 구매경향을 바탕으로 미래 구

매패턴을 예측하고 적합한 화면을 준비

ㆍPointcast는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심있는 정보

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과기능을 보유

2222)))) SSSSoooouuuurrrrcccciiiinnnngggg 환환환환경경경경의의의의 변변변변화화화화

SSSSoooouuuurrrrcccciiiinnnngggg의의의의 개개개개방방방방화화화화ㆍㆍㆍㆍ네네네네트트트트워워워워크크크크화화화화 진진진진전전전전

□ 점차 보편화되는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기업활동의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

는 동시에 공급사슬 상의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불확실성이 증가

- 기업활동의 공간적 경계가 사라지면서 전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

벌 마케팅이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공급사슬 관리의 글로벌화가 진전

- 또한 각종 비용, 생산성, 운송 및 물류비용 등의 국가별 편차, 관세 및 환

율과 관련 법규의 차이, 제품사양의 차이 등을 감안해야 하는 등 복잡화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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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B의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가상공간인 e-Marketplace

상에서 네트워크의 잠재적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대

- 사이버 공간에서 다수 업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구매의 디지털화가 본격

적으로 진행

- 여러 그룹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시에 복수 접속하기 때문에 「B2B 네

트워크의 가치는 n×n이 아니라 nn으로 증가」 (케빈 켈리(Kevin Kelly)

의 네트워크 신법칙)

고고고고객객객객니니니니즈즈즈즈와와와와 SSSSoooouuuurrrrcccciiiinnnngggg간간간간의의의의 긴긴긴긴밀밀밀밀한한한한 연연연연계계계계가가가가 불불불불가가가가피피피피

□ 고객니즈가 다양화ㆍ변동화됨에 따라 공급체계도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화가 요구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 시대에는 Sourcing과 고객니즈가 어느 정도 독립적

으로 운영되었으나 이제는 긴밀한 동시관리가 불가피

- Mass-customization으로 규모의 경제가 약화되며 이로 인한 원가상승분

을 만회하기 위해 공급사슬 혁신이 시급

ㆍ공급사슬의 유연화가 달성되지 않으면 고객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소요되

는 비용이 치솟아 대응이 불가

□ 또한 재고관리상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고객수요의 불확실성이 부품수요

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채찍 효과(Bullwhip effect)가 발생

-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던 Mass시장과는 달리 다양화된 제품 시장

의에서는 주문량의 변동폭이 크게 증가

- 또한 아웃소싱, 분사화 등으로 부품업체들이 독립함으로써 원활한 정보교

류와 조정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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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 효과(Bullwhip effect)

시간

제품

수요

변동

부품

수요

변동

시간

물물물물재재재재의의의의 유유유유통통통통에에에에서서서서 지지지지식식식식ㆍㆍㆍㆍ정정정정보보보보의의의의 유유유유통통통통으으으으로로로로 이이이이행행행행

□ 공급사슬은 재고가 유통되는 경로에서 고객정보가 유통되는 네트워크로

변모

- 고객 및 유통업체의 행태가 전례없이 유동화됨에 따라 재고 자체보다 고

객 및 유통정보의 중요성이 급증

ㆍ공급사슬이 정보의 유통경로가 될 때 유동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

- 정보공유 및 전달, 상호협력 및 조정이 특정 기업의 지배하에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자기진화적 공급사슬이 등장

□ 새로운 IT이네이블러 기술의 확산은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실시간 On-

line 통신을 가능케 하며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

- ERP 이후 XML(Extended Markup Language)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상거래 기술 등이 급속하게 발전

- 이로 인해 공급사슬 간의 정보공유 및 전달과정을 혁신하고 프로세스를

통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 기법의 보급이 급속하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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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고고고고객객객객ㆍㆍㆍㆍ시시시시장장장장환환환환경경경경의의의의 변변변변화화화화

고고고고객객객객 접접접접점점점점의의의의 확확확확대대대대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과 고객간 24시간 접촉(contact)이 가능

-매스 미디어 시절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

- 인터넷, 이동통신의 발달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객과 기업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실시

□ 고객접점이 증가하여 기업이 관리해야 할 채널이 확대

- PC, 휴대전화는 물론 PDA, 게임기, KIOSK 단말까지 고객접점화

고객접점의 확장

수단 인터페이스

기존

콜 센터 DM, FAX, 유선전화, 휴대전화

대면 (face to face) 점포, 영업인력

매스 미디어 TV,잡지

신규 인터넷 PC, 휴대전화, 게임기, PDA(1), KIOSK단말(2)

주: (1) Personal Digital Assistant, 전자수첩과 휴대전화과 결합하여 진화한 형태

(2) 편의점의 고성능 단말에서 영화표, 항공권 예매가 가능, ATM기기에도 확산될 전망

자료: 마쓰시다 요시오「eエコノミ-時代の經營戰略」 2000년 4월

□ 오프라인 점포와 온라인 채널간 갈등이 인터넷 대응의 걸림돌로 작용

- 전통기업들은 기존 대리점들의 반발로 인해 인터넷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ㆍToys-R-Us는 인터넷 사업에 진출한 뒤 시스템 다운과 기존 대리점들의

반발로 인해 주가가 57% 수준으로 떨어지고 CEO가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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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정정보보보보 비비비비대대대대칭칭칭칭성성성성의의의의 소소소소멸멸멸멸

□ 정보 우위를 장악한 고객들이 경영의 전과정에 걸쳐서 영향력을 확대

- 기업내부의 경영상황, 전략 등의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상품기획은 물론

가격정책, 가격차별화 등에서도 고객의 영향력이 증대

- 기업은 정보우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영의 객체

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존재

경영 프로세스별 고객주도의 양상

프로세스 고객주도의 양상

상품개발 상품기획에 참여, 베타 테스팅 버전

생산 반제품 출시, 맞춤생산

판매 상품ㆍ가격 비교, 제품구매 프로세스 조정

판매후 불만 조직화 (도시바 사례), 고객간 의견 공유

□ 불만사례 등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됨으로써 「사이버 파워」를 과시

- 한달만에 300만명 이상이 사이버 군중을 형성, 도시바의 사과를 받아낸

「도시바 사례」가 보여주듯 가상공간에서 네티즌 파워 급증

-각종 anti-site(noamazon.com, walmartsucks.com 등)의 출현은 해당 기

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개개개개별별별별고고고고객객객객의의의의 부부부부상상상상과과과과 대대대대량량량량맞맞맞맞춤춤춤춤생생생생산산산산

□ 고객의 니즈와 소비스타일이 다양화되면서 고객의 특성에 맞춘 1:1 관계

설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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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보다는 「개성」이 중시되고 유행 속에서도 자기만의 독특함을 찾

기 위한 노력이 일상화

-무작위적인 매스 마케팅은 개성화된 시장에서 효과를 상실

ㆍ고객의 니즈와 수준이 다양해지면서 1:1 마케팅의 필요성이 증대

□ 본체와 어플리케이션이 분리됨으로써 고객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가 증가

- 핵심적 기능과 품질은 본체가 담당하고 자유롭게 교체될 수 있는 어플리

케이션을 통해 제품의 다양화를 달성

ㆍ사용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PC에서도 주변 사양의 다양화를 통해 다수

의 옵션을 제시

ㆍ휴대폰과 악세서리의 경우에도 같은 개념을 적용

고고고고객객객객정정정정보보보보처처처처리리리리의의의의 고고고고도도도도화화화화

□ 고객DB 마케팅이 발달하면서 단순 자료축적에서 고객에 대한 지식ㆍ지혜

까지 이끌어내는 고도화된 분석기법이 활용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의 단순 축적이 아닌 고객의 행동양식에 대

한 심층분석이 가능

ㆍ온라인에서의 활동상을 추적하여 특정고객의 습관은 물론 구매패턴, 선

호도는 물론 내면적인 가치관까지 파악

ㆍ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별로 최적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

- 피상적인 인구통계학적 고객분류를 벗어나 실제 마케팅 전략수립에 직결

되는 유의미한 고객분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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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기기기기업업업업경경경경쟁쟁쟁쟁환환환환경경경경의의의의 변변변변화화화화

기기기기업업업업간간간간 경경경경계계계계의의의의 붕붕붕붕괴괴괴괴

□ 기업 해체와 연합이 병존하는 가운데 적과 아군의 구별이 모호

- 단일기업의 역량으로는 복잡ㆍ불확실한 디지털 경영환경에의 기민한 대응

이 불가능하며 외부와의 협력 능력의 중요성이 증대

- 기존의 경쟁자와도 상황에 따라서는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등 종래의 틀을

깨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

□ 시장경쟁 양상이 개별제품간 경쟁에서 시스템간 경쟁으로 변화

-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이동전화와 부가서비스처럼 서로 공생관계에 있는

제품ㆍ서비스가 시스템을 형성

ㆍ상대 제품의 발전이나 시장 확대없이는 스스로의 시장확대에 한계

ㆍIBM 진영 대 애플 진영의 대결처럼 시스템간 경쟁이 본격화

- 한 기업이 개별 플레이어로서는 강한 경쟁력을 보유한 경우라도, 자신이

속한 시스템이 패할 경우 경쟁에서 패하는 결과를 초래

고고고고객객객객주주주주도도도도((((ccccuuuussssttttoooommmmeeeerrrr----ddddrrrriiiivvvveeeennnn))))가가가가 경경경경영영영영의의의의 핵핵핵핵심심심심원원원원칙칙칙칙으으으으로로로로 등등등등장장장장

□ 고객의 파워가 강화됨에 따라 고객을 기업의 파트너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

제로 대두

- 고객은 경영의 내부정보를 파악할 뿐더러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보유

- 고객과 밀착도를 유지하고 정보 교류 및 공감에 성공할 경우 고객은 기업

의 핵심적 파트너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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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러한 건설적 관계가 수립되지 않을 경우 고객은 강화된 정보력과 커뮤

니티 파워를 통해서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

□ 고객이 수동적 위치에서 협력업체 못지 않게 중요한 전략 파트너로 변화

- 협력업체가 부품 등 물자의 제공자라면 고객은 제 4의 생산요소인 지식과

아이디어의 제공자로 기능

- 각종 경영정보 및 전략 수립과정까지 고객과 공유하는 새로운 CRM 개념

이 대두

구구구구성성성성원원원원의의의의 창창창창의의의의성성성성ㆍㆍㆍㆍ감감감감성성성성이이이이 핵핵핵핵심심심심 가가가가치치치치원원원원천천천천으으으으로로로로 대대대대두두두두

□ 가치창출의 원천으로서 기술이나 조직력 못지 않게 개인의 중요성이 증가

-자본조달의 용이성, 기술의 라이프사이클 단축, 전략의 모방가능성 증대로

경쟁우위 원천으로서 창조적 개인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

- 가치창출의 주역으로 등장한 신세대 인재들은 위계조직의 간섭을 기피하

며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선호

개인의 창조력 발휘가 기업성패의 관건

□ 나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정확하게 연결되는 새 업무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수퍼맨이나 수퍼우먼이 되

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의 증대는 없다. (마이클 델 델 컴퓨터

회장)

□ 소니가 원하는 인재는 소니의 플랫폼 위에서 독립된 창업 기업가로서 활약하

는 인물들이다. (이데이 소니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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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의 속도 및 복잡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분석ㆍ예측에 의한 대응보다

는 직관ㆍ통찰ㆍ감성의 중요성이 증대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적 감각으로 흐름을 읽는 직관능력이 필요

- 개별고객의 내면까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 자체의 감수성과 교감

능력의 보유가 필수적

지지지지식식식식 등등등등 무무무무형형형형자자자자산산산산의의의의 가가가가치치치치 증증증증대대대대

□ 기업역량중 지식, 문화, 명성 등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

- 설비, 자금, 기술 등의 하드웨어적 자산은 기업 해체ㆍ아웃소싱 등으로 기

업의 핵심역량 지위를 상실

-지식경영과 조직 인텔리전스가 경쟁우위를 보장하는 핵심자원으로 등장

□ 학습능력, 문제해결 능력, 창조적 협력 능력 등 기업의 지적 능력이 핵심적

경쟁우위 원천으로 등장

- 기업의 모든 지식, 노하우 및 전략기능이 일체가 되어 어떤 환경에든 대

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 정보ㆍ노하우의 수집ㆍ축적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전략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

2222....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경경경경영영영영환환환환경경경경의의의의 4444대대대대 트트트트렌렌렌렌드드드드

□ 부문별 환경변화의 내용을 검토, 전부문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공통

트렌드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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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화 → Stand-alone 실체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매체로 연결되

면서 경쟁력 향상과 신가치창출을 모색

▷ 고객주도(Customer-driven)화 → 고객의 정보능력이 향상되면서 경영체

제 자체의 무게 중심이 이동

▷ 개성화 → 전부문에서 획일적 요소들의 개성화ㆍ다양화가 진전

▷ 인텔리전트화 → 가치원천으로서 지식ㆍ감성의 중요성이 증대

□ 디지털 기술은 네트워크화를 통해 기존의 Stand-alone 실체들(点)에 연결

망(線)을 제공하며 차츰 Community(面) 형성으로 이행

- 과거에는 단절되어 있던 것들이 연결됨으로써 시너지, 효율 증대 등 다양

한 효과가 발생

ㆍ연결이 정보와 지식의 유통과 융합을 촉진

- 연결망의 어느 부분(중심부, 주변부 또는 단절)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미래

의 경쟁포지션이 결정

□ 정보비대칭성의 해소 등 고객으로 권력이동이 본격화

-기존의 수동적인 고객만족과는 달리 고객들의 능동적 참여욕구가 강화

ㆍ부분적인 문제해결로는 높은 만족도의 달성에 한계

- 고객들의 신뢰를 상실할 경우 파급효과의 강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

□ 획일적인 요소로는 향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으며 독자적인 색깔을 갖춘

개성화가 시장과 경영현장에서 동시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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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치관,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며, 자기만의 독

창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화

ㆍ모듈화와 대량맞춤생산 기술이 개성화 니즈에 대한 효과적 대응 수단을

제공

- 경영현장에서도 창의성과 감성으로 무장한 개성화된 개인들이 기업가정신

을 발휘

□ 지식경영과 디지털 인프라의 통합으로, 단순 정보화를 능가하는 제품ㆍ서

비스ㆍ경영시스템의 지능화(Intelligent化)가 진전

-고객과 상호작용하며 자기학습능력을 갖춘 제품ㆍ서비스 등장

- 기업 역시 고객의 변화와 시장환경을 리얼타임으로 흡수하면서 새로운 기

업으로 변신해 가는 적응적 학습능력을 발휘

- 네트워크의 각 부분들이 지성화됨에 따라 조직 역시 중앙집권적인 위계체

제에서 자율적ㆍ지능적인 시스템으로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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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eeee----TTTTrrrraaaannnnssssffffoooorrrrmmmmaaaattttiiiioooonnnn 전전전전략략략략의의의의 기기기기본본본본방방방방향향향향

1111.... 4444대대대대 전전전전략략략략 기기기기본본본본방방방방향향향향

□ 환경변화 4대 트렌드에 대응하는 e-Transformation전략 기본방향 설정

■ 네네네네트트트트워워워워크크크크 경경경경영영영영 → 연결접점을 구축, 연결망을 확장하고 연결주체들간

정보교류와 기능접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신가치를 창출

■ 고고고고객객객객주주주주도도도도 경경경경영영영영 → 고객주도의 이념을 확립하고, 고객과의 접면을

최대화하는 逆피라미드 경영을 구현

■ 개개개개성성성성중중중중시시시시 경경경경영영영영 → 모듈화를 통한 제품ㆍ서비스의 개성화를 추구하고

조직내에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

■ 인인인인텔텔텔텔리리리리전전전전스스스스 경경경경영영영영 → 지식기반을 고도화하고 제반 경영요소들의 자기

학습능력을 극대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전전전전략략략략 기기기기본본본본방방방방향향향향

□ 4대 기본방향은 기존 혁신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으나 질적인 도약을 내포

- 네트워크 경영은 전략적 제휴 등 연결 경영의 고도화를 의미하며, 궁극적

으로 기업간 경계의 소멸과 가상기업의 출현을 지향

- 고객주도 경영은 기존 고객만족경영과 달리 고객에게 전략파트너로서의

주체적 역할을 부여하고 역량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

- 개성중시 경영은 디지털 기술에 입각한 대량맞춤생산 체제의 구축과 모듈

화를 통한 커스터마이징의 혁신을 추구

- 인텔리전스 경영은 학습조직ㆍ지식경영의 고도화로 가치 창조과정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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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되는 고부가 지식 메카니즘을 구축

2222.... 전전전전략략략략의의의의 부부부부문문문문별별별별 전전전전개개개개

□ 특정부문에 편중된 디지털화보다 부문별 균등발전 노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출발점에서는 업종이나 전략에 따라 특정 부문에 편중되는 것이 일반적

ㆍ유통업체는 고객관계, 전자 및 통신업체는 제품, 산업재 업체는 B2B 등

의 디지털화를 우선적으로 수행

-디지털화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전부문의 고른 디지털화가 필요

□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화 추진의 4대 부문을 제품, Sourcing, 고객관계,

경영시스템으로 설정

디지털화의 4대 부문

제품

경영
시스템

고객관계Sourcing 전통기업전통기업전통기업전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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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략 기본방향에 따라 실천전략을 추진

- 제품: 네트워크 제품을 지향하면서 다양화된 고객니즈에 대해 모듈화 등

첨단기술로 대응

- 조달(sourcing): 공급사슬의 전체최적화를 통해 효율향상을 시도하고, 전

략니즈에 부응하는 핵심역량의 적기 조달 체제를 구축

- 고객관계: 고객의 파워확대를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고객의 내면적 니즈까

지 충족시켜주는 토털케어 서비스를 제공

- 경영시스템: 오프라인 조직상에 존재했던 낭비요인들을 제거하면서 창의

성ㆍ감성ㆍ인텔리전스 등을 극대화

디지털 경영 기본방향과 부문별 전략

e-PRODUCT e-SOURCING e-CRM e-MANAGEMENT

네트워크화
NETWORK

네트워크화
NETWORK

고객주도화
CUSTOMER-DRIVEN

고객주도화
CUSTOMER-DRIVEN

개성화
PERSONIFICATION

개성화
PERSONIFICATION

인텔리전트화
INTELLIGENCE

인텔리전트화
INTELLIGENCE

PRODUCTPRODUCT SOURCINGSOURCING CUSTOMERCUSTOMER Mgt. SYSTEMMgt. SYSTEM

네트워크
조직의 구현

임직원의
창의성/감성을
극대화

조직 인텔리전스
의 구현

고객의 기대를
앞서가는

고객케어서비스

Masscustomi-
-zation체제 구축

고객커뮤니티
파워 활용

고객가치와
일체화된
소싱체제 구축

개성있는 SCM
모듈로 변신

소싱의
네트워크화
확대

모빌/레고형
제품의 확산

제품의 네트워크
/토털솔루션화

고객참여형
제품개발

학습능력을 갖춘
인텔리전트 제품
의 확산

쌍방향 고객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소싱의
구현

고객위주
경영 구현

(逆Pyramid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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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제제제제품품품품의의의의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화화화화

1111.... 제제제제품품품품의의의의 네네네네트트트트워워워워크크크크ㆍㆍㆍㆍ토토토토털털털털 솔솔솔솔루루루루션션션션화화화화

1111)))) 표표표표준준준준 대대대대열열열열에에에에 편편편편입입입입

□ 제품의 네트워크화로 인해 표준과의 일치성ㆍ호환성의 확보가 핵심적 과제

로 대두

-표준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업계 강자의 지위를 일시에 상실할 위험 상존

ㆍ3G 이동통신전송기술 표준 경쟁에서 WCDMA가 세계시장의 주요 표준

으로 결정될 경우 CDMA2000을 표준으로 선택한 퀄컴 및 서비스 제공자

등의 업계 1~2 위는 무의미

-표준을 장악하기 위한 각 진영간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

□ 시장에서의 표준 경쟁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

- 모바일화의 진전 등으로 글로벌 표준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국내에서 표준

장악은 의미가 약화

-전세계 시장의 경로탐색자(Path-finder)와 공조체제 구축

ㆍMobile OS의 심비안그룹과 MS그룹 각각과 제휴를 맺어 불확실성을 최

소화시킨 NTT도코모처럼 「양다리 걸치기」작전도 유력한 대안

2222)))) 네네네네트트트트워워워워크크크크 파파파파워워워워를를를를 기기기기반반반반으으으으로로로로 부부부부가가가가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를를를를 창창창창출출출출

□ 표준화 및 가상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를 통해 다수 고객을 우선적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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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표준을 따르는 집단에서 이미 확보한 고객을 자신의 고객리스트에

편입

-커뮤니티 간의 회원통합으로 고객수를 증가

ㆍ회원 정보교환 등은 사전에 고객의 동의 획득이 필수

□ 대량으로 확보한 고객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 서적판매에서 출발한 아마존은 취급제품의 영역 확대를 통해 종합 B2C

업체로 변신

-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던 S&P는 개인 대상의 서비스

를 개발하여 네트워크를 확대

□ 정보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제품ㆍ서비스공급에 시차를 두거나 사용편리성 (사용시간 제한 여부 등),

소프트웨어의 처리속도, 프로그램의 기능, 정보제공 범위 등을 차별화

-번들링 및 가격차별화 등을 통해 수요를 극대화하고 이익을 창출

3333)))) 토토토토털털털털 솔솔솔솔루루루루션션션션을을을을 제제제제공공공공

□ 단품 위주에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토털 솔루션의 제공을 지향

- 제품과 서비스가 점차 결합되는 추세이며 고객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결

합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

- 고객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 뿐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

지 해결해 주는 문제정의(Problem-defining) 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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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는 토털 솔루션의 창출이 보다 용이

ㆍ금융 포털을 필두로 다양한 토털 솔루션 지향 업태가 등장

□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간의 역동적인 결합관

계가 성립

- 단일 업체로는 토털 솔루션 공급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 역량을 보유한 다

수 기업이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피

-핵심역량의 조달, A&D, M&A, 제휴 등 다양한 기법이 활성화

ㆍIBM의 경우 고객에게 토털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년에 10개

이상의 기업을 인수

2222.... 고고고고객객객객참참참참여여여여형형형형 제제제제품품품품개개개개발발발발

1111)))) 고고고고객객객객과과과과 상상상상시시시시적적적적인인인인 의의의의사사사사소소소소통통통통 채채채채널널널널 구구구구축축축축

□ 고객의 니즈와 정보를 즉시 수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 시장지

향적인 제품을 생산

- 신제품 개발과정에 고객의 참여를 상시화함으로써 상품의 시장성을 사전

에 파악하고 개발 초점을 명확화

철강 신제품을 고객과 함께 개발

포항제철은 시장성이 높은 철강제품을 조기에 개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단계부터 고객의 참여를 제도화. 현대자동차 등 주요 수요업체들과

함께 신제품개발협의회 를 구성, 중장기 수요예측을 통해 신제품 선정 등 각

종 신제품 개발 관련 계획을 수립. 협의회 운영이 정착되면 신제품 개발과 관련

된 협의기간이 종전 4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

(자료: 서울경제, 1999년 11월 19일자)

42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 프로토타입(베타 버전)을 출시하여 고객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반영하

여 정품화하는 방식을 채용

-정보재의 경우 베타 테스트를 거치는 경우가 점증

ㆍPAV방식: Prototype → Application → Version up

ㆍ원도2000을 시판하기 전에 65만명이 베타 테스트에 참여

- 비정보재의 경우도 개발시기부터 고객의 참여를 유도, 웹을 통해 신속히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방식의 도입이 바람직

2222)))) 웹웹웹웹 기기기기반반반반의의의의 DDDDIIIIYYYY형형형형 제제제제품품품품ㆍㆍㆍㆍ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 확확확확대대대대

□ 고객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ㆍ서비스를 웹에서 스스로 설계하는 시스템을

마련

-「Do It Yourself」를 구현함으로써 고객의 참여와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

ㆍ여행업의 경우 웹에서 고객이 자신의 여행 스케줄을 설계하면 그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확산

ㆍ시티즌은 문자판을 디자인할 때 고객이 선택한 275개의 샘플을 인터넷

을 통해 제공 또는 고객이 직접 만든 화상파일을 전송받아 제작

-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웹상에서 고객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고객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

ㆍ마일리지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고 커뮤니티 규모 증가에 따라 수확체

증적으로 보상이 늘어나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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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의 S-Works

소니는 2000년 2월 자사의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고객의 기호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상품을 개별 주문하는 'S-Works'(http://www.jp.sonystyle.com/Style-d/S-

works/index2.html)를 개설. 이 사이트를 통해 지금까지 소니의 라인업에는 없던

색을 선택할 수 있고, 상품을 조합할 수도 있으며, 고객이 희망하는 일러스트와

사진을 라디오나 전지에 넣을 수도 있음.

(자료: 實業の日本, 2000년 6월)

3333.... 모모모모빌빌빌빌ㆍㆍㆍㆍ레레레레고고고고형형형형 상상상상품품품품의의의의 확확확확산산산산

1111)))) 부부부부품품품품 모모모모듈듈듈듈화화화화를를를를 통통통통해해해해 레레레레고고고고형형형형 상상상상품품품품 개개개개발발발발

□ 기존 상품의 결합ㆍ해체ㆍ부분교체 등을 통해 생산효율을 제고하고 동시에

제품의 커스터마이제이션 기회를 극대화

- 생산라인에서 조립되는 부품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관리비용과

생산효율을 비약적으로 개선

- 모듈부품의 생산은 납품업체에 일임하고 메이커는 신제품 개발에 전념함

으로써 상품개발의 속도와 다양성을 극대화

2만개의 부품이 7개의 모듈로(마이크로컴팩트카)

94년 다임러 벤츠와 ‘스와치 시계’로 유명한 스와치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마

이크로컴팩트카」는 7개의 모듈로 구성된 자동차를 98년 가을에 출시. 2만개의

부품이 7개의 모듈로 줄어드는 시대로 진입

□ 부품 및 소재의 모듈화를 기반으로 레고형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에 따른

맞춤생산 능력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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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설계 시점부터 자유로운 변경과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구조를 지향

- 탁월한 부품 및 소재만을 결합하여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치사

슬을 구성하는데 주력

2222)))) 사사사사업업업업의의의의 모모모모듈듈듈듈화화화화

□ 부품만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가치사슬상의 특색있는 모듈로 전환되면서

사업도 제품처럼 거래되는 경향이 발생

- 인터넷 확산으로 기업간 거래비용이 하락하면서 기업구조가 수직통합에서

각 단계에서 모듈로 구성된 수평경쟁구조로 전환

- 가치사슬중의 특화된 모듈 기업이 대규모 기업에게 의도적으로 M&A되는

경우도 빈번하며, 이로부터 막대한 투자이익이 발생

ㆍ대기업의 A&D 강화와 맞물려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

□ 잠재력 있는 사업의 개발후 매각, 우수 모듈기업의 매수 등 모듈화된 사업

의 거래를 통해 기업이익(영업이익+투자이익) 극대화를 도모

- 경영기능의 강화보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사업부를 분

리하는 경우도 발생

ㆍHP는 계측기 사업부 분사만으로 주가 30% 신장

- 사업은 물론 기업 각부서나 기능의 역할과 장점을 공개하고 이 자체를 거

래하는 M&A 커뮤니티도 등장

ㆍ실리콘밸리에서는 이와 같은 거래를 위한 전문 브로커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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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핵핵핵핵심심심심부부부부품품품품의의의의 컴컴컴컴팩팩팩팩트트트트화화화화로로로로 모모모모바바바바일일일일 시시시시대대대대에에에에 대대대대응응응응

□ 핵심부품의 소형화가 진행되면서 이를 탑재한 모바일 상품의 개발 가속화

-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PDA)의 소형화가 지속되면서 키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진행

ㆍ스마트 디자인사는 아홉개의 버튼으로 숫자ㆍ심볼ㆍ알파벳을 입력할 수

있는 「섬스크립트 키패드」를 개발

-웹 브라우징, 이메일, GPS 기능을 탑재한 휴대단말이 등장하여 모바일 멀

티미디어가 발전

□ 상품의 휴대화 경향은 물론 소형화된 단말기를 모든 곳에 설치함으로써

「휴대없는 네트워크 연결」을 지향

- 소형단말기(소유)를 항상 휴대하는 것에서 나아가 어디에나 소형단말기

(렌털)가 놓여 있어 누구나 사용할 수 환경을 구축

ㆍ허브스트 라자르 벨사는 가솔린을 다 채우면 주유기에서 요금을 지불하

는 것은 물론이고 전자메일을 체크하고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

모바일 공장의 현실화

세이코 계열사인 세이코 인스트루먼트사는 폭 80cm, 길이 1m 크기의 마이크로 팩

토리(초소형 공장)의 실용화를 눈 앞에 두고 있음. 휴대가 가능한 이 공장을 통

해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 「재고」와

「배송」의 문제를 100% 해결한 것임. 아직은 시계와 같은 소형기기밖에 생산할

수 없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좀더 고집적제품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자료: 日經産業新聞 2000년 3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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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학학학학습습습습능능능능력력력력을을을을 갖갖갖갖춘춘춘춘 인인인인텔텔텔텔리리리리전전전전트트트트 제제제제품품품품의의의의 확확확확산산산산

1111)))) 일일일일방방방방적적적적 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 제제제제공공공공에에에에서서서서 대대대대화화화화형형형형 가가가가치치치치창창창창출출출출을을을을 지지지지향향향향

□ 대상고객의 내면적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대화형 접근이 반드시 필요

- 과거 고객의 제품구입 패턴이나 소비과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불만족을 해

결하려는 방식으로는 고객가치 창출에 한계

-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심층적 가치관의 파악을 위해 제품사용에 관한 마

이크로데이타의 축적이 필수적

□ 제품의 인텔리전트화를 통해 일방적 서비스 제공에서 쌍방향의 대화형 가

치창출로 제품 개념을 업그레이드

- 제품에서 고객으로 서비스가 이동하는 동안 고객으로부터 제품으로 고객

니즈에 대한 정보가 이동하는 쌍방형 프로세스를 구축

ㆍ쌍방향 디지털 방송이 본격화되면서 「보는 TV」에서 「대화하는 TV」

로 진화

ㆍ전자화장실은 몸무게, 체지방 등의 자료를 수집, 필요한 식료품 목록을

갱신하고 홈서버에 저장된 가족의 의료기록을 업데이트한 후 의사에게

통보

IT주택의 등장

일본의 부동산 기업인 「동양 아렉스」는 마쓰시타, SECOM, 가지마 건설 등과 제

휴하여 IT 주택을 선보임. 냉장고의 식품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주문하고, 휴대

정보 단말로 목욕물을 데우거나 방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며, 변기가 소변의 당

을 검지하여 병원에 송신하는 등의 기능을 갖춘 주택을 건축하고자 함. 설비 파

손 등 가정용 서버가 송신해 오는 정보에 대한 24시간 지원，하우스 클리닝 등

보수 관리를 맡음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함.

(자료: 日經ビジネス 2000년 5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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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학학학학습습습습능능능능력력력력을을을을 갖갖갖갖추추추추고고고고 자자자자기기기기진진진진화화화화하하하하는는는는 제제제제품품품품을을을을 개개개개발발발발

□ 제품을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사용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한 업그레이드

가 자동으로 일어나도록 설계

- 이전 사용자의 경험ㆍ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DB형

태로 운용

ㆍ인터넷 내장 전자 레인지는 조리방법에 관한 제조기업의 DB와 연결되어

음식조리와 관련된 토털솔루션을 제공

- 제품사용에 관련된 필요 정보를 제품 자체를 매체로 하여 전달함으로써 편

리성을 극대화

3333)))) 사사사사용용용용자자자자 친친친친화화화화적적적적인인인인 고고고고객객객객인인인인터터터터페페페페이이이이스스스스 구구구구축축축축

□ 복잡하고 다기능화된 제품의 사용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객인터페이스

의 고도화를 지속 추진

- 인터넷의 확산도 WWW라는 탁월한 인터페이스의 출현으로 일반인이 사

용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

-인터넷 가전이 등장하면서 사용 편리성의 혁명이 다시 한번 일어날 전망

ㆍ기존의 「홈 오토메이션」은 사용자 친화적(user friendly)인 환경 조성

에 실패

□ 첨단기술의 적용은 물론 제품 설계시부터 고객중심적 「원점 사고」를 확

립하는 것이 핵심

- 사용자가 불편을 느낀다면 반드시 필요한 기능도 때로는 과감히 삭제하거

나 극소형 부품으로 대체하는 탄력성을 발휘

48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 전혀 새로운 분야의 디자이너가 제품을 디자인하는 등 공급자 위주 사고

를 탈피하는 접근을 시도

ㆍ소니의 바이오 컴퓨터는 非기술자가 디자인한 상품으로 유명

「발상의 전환」으로 탄생한 소니 바이오 시리즈

소니의 노트북인 바이오가 처음 개발될 때에는 크기가 A4사이즈 정도로 기술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었음. 그러자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을 디자인

한 고토(後藤禎祐)를 개발자로 파견. 그는 충전지의 위치를 다른 PC와 같이 본체

에 끼우는 것이 아니라 액정과 키보드를 연결하는 축 부분인 본체를 벗어난 바깥

쪽에 배치하는 디자인을 제안하여 크기를 B5사이즈로 줄임. 기술자들의 기존 발

상으로서는 나올 수가 없었던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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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V.... SSSSoooouuuurrrrcccciiiinnnngggg의의의의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화화화화

1111.... SSSSoooouuuurrrrcccciiiinnnngggg의의의의 네네네네트트트트워워워워크크크크화화화화 확확확확대대대대

□ Sourcing의 네트워크화는 기존 공급사슬의 확장(개방화ㆍ글로벌화) 및 조

달 대상의 심화(신사업ㆍ신기술)의 두 방향으로 추진

- 기존 소수의 협력업체와의 폐쇄적ㆍ안정적 관계 유지에서 글로벌 시장의

경쟁시스템으로 전환

- 부품ㆍ원자재 등의 단순 조달에서 핵심기술ㆍ무형자산까지 외부에서 조달

하는 방식으로 이행

Sourcing의 네트워크화

공공공공급급급급체체체체인인인인

개개개개방방방방화화화화ㆍㆍㆍㆍ글글글글로로로로벌벌벌벌화화화화

전전전전략략략략적적적적 AAAA&&&&DDDD 활활활활성성성성화화화화

조달역량의 심화ㆍ다양화

부부부부품품품품ㆍㆍㆍㆍ원원원원자자자자재재재재 신신신신사사사사업업업업ㆍㆍㆍㆍ신신신신기기기기술술술술

조

달

업

체

의

글

로

벌

화

OOOOppppeeeennnn
GGGGlllloooobbbbaaaallll
MMMMaaaarrrrkkkkeeeetttt

CCCClllloooosssseeeedddd
LLLLooooccccaaaallll
MMMMaaaarrrrkkkkeeeetttt

off-line
Sourcing체제

디지털
Sourcing체제

1111)))) 공공공공급급급급사사사사슬슬슬슬의의의의 글글글글로로로로벌벌벌벌 네네네네트트트트워워워워크크크크화화화화

□ 전세계 업체를 대상으로 공급사슬의 개방화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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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Enabler의 발전으로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조정비용이 급감

ㆍ내부정보 보안,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의 필요성이 약화됨에 따라 소수업

체와 장기계약 방식의 공급사슬은 이점을 상실

-사이버상의 대규모 Marketplace가 형성되어 전세계적인 가격비교, 경매방

식 등 거래방식의 다양화가 급진전

□ 공급사슬의 개방화를 통해 참여기업들 전체의 최적화를 지향하는 가상기업

적 공동체로까지 진화

- 부문 또는 개별기업 차원의 최적화에 머물렀던 정보ㆍ물류ㆍ현금의 개별

적 흐름을 공급사슬 전체의 관점에서 재조명

ㆍ공장별로 생산계획을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

- 기능별 최적화에 치중하던 방식에서 탈피, 기업의 역량 및 개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전체 공급사슬의 동시 최적화를 지향

2222)))) 신신신신흥흥흥흥 eeee----MMMMaaaarrrrkkkkeeeettttppppllllaaaacccceeee 등등등등 BBBB2222BBBB시시시시장장장장에에에에 적적적적극극극극 참참참참여여여여

□ B2B시장이 단기간내에 거의 가상기업 수준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사 역량이나 강점을 토대로 선제적 참여를 준비

- e-Marketplace가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대응체제 구축이 시급

ㆍ유망한 시장을 선별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입지를 획득

- 업계에서 주도적인 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e-Marketplace를 창출하는

것도 가능

ㆍ기업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문제이나, 규모ㆍ시장점

유ㆍ영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적극적 진출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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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고부가 e-Marketplace의 선도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엄청난 비용

절감과 함께 시장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

- 해당 업계에서 신뢰와 영향력을 갖춘 업체로서 특정 B2B 시장에 참여할

경우 업체와 시장간의 공존공영이 가능

- 지분참여 등을 통해 주요 기업과 Marketplace간의 생산적 협력관계 지향

움직임이 이미 가시화

ㆍ항공기 및 연료 등 항공 관련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담당할

AeroXchange에는 일본항공, 루프트한자, 노스웨스트, 싱가포르항공 등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초기 설립멤버로 참여,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

3333)))) AAAA&&&&DDDD 등등등등 신신신신사사사사업업업업ㆍㆍㆍㆍ신신신신기기기기술술술술 확확확확보보보보의의의의 스스스스피피피피드드드드 극극극극대대대대화화화화

□ 네트워크화 시대의 도래에 부응, 구매의 영역을 부품ㆍ원자재 조달에서 신

사업ㆍ신기술의 조달로 확장

- 기존 생산체제가 요구하는 부품ㆍ원자재의 효율적 구매만이 아니라, 신사

업및 신기술의 조달까지 디지털 네트워크를 활용

ㆍ급격한 사업판도 변화 및 신기술 출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핵심

적 기술 및 역량의 리얼타임 조달이 불가결

- 사업역량 및 기술 등의 조기 조달을 위해서 전략적 A&D 등이 유력한 수

단으로 등장

ㆍ자체개발은 속도가 느릴뿐더러, 특정 기술의 독점적 보유가 가져오는 이

점도 감소하는 추세

□ 기업은 전략기능, 브랜드 이미지, 존경ㆍ명성 등 핵심적 기능 및 자산만을

보유하고 기타 모든 역량을 Sourcing하는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변모

- 외부의 모든 역량들과 호환성을 확보하고 언제 어디서나 결합하여 시너지

를 효과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디지털시대 초일류기업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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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A&D를 통해 고속성장하고 있는 시스코의 경우, 인수기업의 빠른

체제적응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

ㆍ인수과정을 체계화ㆍ매뉴얼화하여 피인수기업의 가치 유출 및 업무 손실

을 극소화

시스코의 인수프로세스

□ 엄격한 인수기준을 설정하고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

- 3년뒤 필요한 기술 보유기업

-기업문화의 정합성(사장실 크기, 넥타이 착용 여부 등)

-기업의 규모(통제가능한 범위내)

□ 인수정보 제공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

□ 인수기업 인력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고 인수 이전부터 통합이후를

대비한 사전교육 철저

2222.... 고고고고객객객객가가가가치치치치와와와와 일일일일체체체체화화화화된된된된 SSSSoooouuuurrrrcccciiiinnnngggg체체체체제제제제 구구구구축축축축

1111)))) 고고고고객객객객가가가가치치치치를를를를 SSSSoooouuuurrrrcccciiiinnnngggg의의의의 중중중중심심심심축축축축으으으으로로로로 설설설설정정정정

□ 효율화, 원가절감 지향의 구매에서 고객가치의 창출이라는 전사적 목표를

지원하는 Sourcing으로 이행

- 다소 독립적이던 구매부문을 전체 가치창조과정에 긴밀하게 통합시키고

우선순위를 재조정

- 구매는 토털솔루션 제공과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적 전략수단의 하나

로 위상을 정립

□ Sourcing부서와 판매시장간의 거리를 단축하고 시장의 동향이 리얼타임으

로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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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가치의 전사적 공유가 Sourcing의 디지털화를 위한 선결조건

- 상위조직이나 상사에 의한 조정보다는 기업문화나 가치관을 통해 상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바람직

2222)))) 대대대대량량량량맞맞맞맞춤춤춤춤생생생생산산산산을을을을 지지지지원원원원하하하하는는는는 공공공공급급급급사사사사슬슬슬슬 기기기기능능능능 강강강강화화화화

□ 고객의 다양한 시장 수요가 생산과 공급사슬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기업은

생존 불가

- 대량맞춤생산 체제는 규모의 경제 상실, 불확실성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

에 의한 비용증가를 유발

- 부수적 기능은 물론 주요 생산기능의 아웃소싱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공급망 관리가 현저히 복잡화

ㆍ과거의 일상적 관리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불가

마쓰시타 전기공업社의 One-Day Delivery

일본의 마쓰시타 전기공업은 단순히 질좋은 제품만을 생산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고객을 붙잡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One-Day Delivery 등의 철저한 토털 서비스

제공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공급사슬 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자. 마쓰시타는 몇백억 엔을 투자하여 20만 가지 이상의 제품을 필요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다음 날에 전달하는 체제를 구축

(자료) 후쿠시마 요시아키,「SCM 경영혁명」, 1999

□ 다양한 품목과 다단계 물류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공급

사슬의 기능강화가 시급

- 물류관리, 주문관리, 생산계획, 정보관리 및 추적관리 등 상호 중첩되는

관리시스템의 효율화 및 교통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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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이네이블러 기술을 활용, 복잡한 관리시스템을 총점검하고 향후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 확장가능한(scalable) 시스템을 구축

3333)))) 정정정정보보보보를를를를 매매매매개개개개로로로로 구구구구매매매매ㆍㆍㆍㆍ생생생생산산산산ㆍㆍㆍㆍ판판판판매매매매의의의의 통통통통합합합합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구구구구축축축축

□ 공급사슬을 재고자산이 아니라 고객정보가 유통되는 네트워크로 간주

- 채찍 효과(Bullwhip effect)에 대응,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구매에서

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의 유기적 협력체제가 필수적

- 이를 위해서는 고객정보ㆍ생산정보ㆍ구매정보가 리얼타임으로 교환되며

한 부문에서 일어난 변화가 즉시 전체에 파급되도록하는 조정메커니즘이

필요

□ 조직위계를 통한 정보전달에서 디지털 인프라에 의한 리얼타임 정보교환체

제로의 변신을 추진

- 마케팅부서와 구매부서간의 중간단계없는 연결 등 사내 정보 프로세스의

고도화가 선결조건

-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가 조직위계와는 무관하게 필요부문으로 직송되며,

그에 따라 각 부문에서 전체최적화의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ㆍ전 부문을 정보를 매개로 통합하는 고도의 디지털 온라인화가 필요

-이러한 조정메커니즘을 기업경계를 넘어서 공급사슬 전체로 확대

3333.... 개개개개성성성성있있있있는는는는 SSSSCCCCMMMM모모모모듈듈듈듈로로로로 변변변변신신신신

1111)))) 공공공공급급급급사사사사슬슬슬슬상상상상의의의의 개개개개성성성성있있있있는는는는 강강강강자자자자의의의의 위위위위상상상상을을을을 정정정정립립립립

□ 사업의 핵이 되는 중점영역을 발굴ㆍ개발함으로써 특화된 역량보유기업으

로 공급사슬에서 주도적 입지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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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수직통합형 공급사슬을 보유하는 것은 역동적

인 사업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AT&T에서 독립한 루슨트 테크놀로지는 분사로 기업의 군살을 제거하고

사업의 초점을 확실히 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공급사슬 모듈화

전통적으로 수직 통합형 공급사슬(내부 제작 비율이 약 70% 이상)을 갖고 있던 미

국 자동차 산업의 부품사업이 「빅3」에서 분리ㆍ개방되는 가운데, 포드사는 비스

테온을, GM사는 델파이를 분리. 「빅3」는 최적의 공급사슬 모듈화를 추구하여 부

품 공급사의 재편성을 끊임없이 시도. 한편 분리된 부품사업 부문은 독립 기업으

로서 모기업 이외의 고객에 대한 사업을 강화.

□ 외부 업체와 문턱 없는 물자ㆍ정보 교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레고형 공급

사슬을 구축

- 외부업체와 필요에 따라 결합하여 최적 공급사슬을 형성함으로써 외부환

경변화의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

- 모듈화를 통한 공급사슬의 연합은 정보교환 및 이를 기반으로 공급사슬

전체의 최적화를 추구함으로써 가상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성장

2222)))) 공공공공급급급급사사사사슬슬슬슬을을을을 확확확확장장장장하하하하고고고고 모모모모듈듈듈듈간간간간 관관관관계계계계 긴긴긴긴밀밀밀밀화화화화

□ 공급사슬 프로세스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디지털을 활용하여, 하나의 기

업처럼 긴밀한 관계를 구축

- 고객의 고객, 공급자의 공급자까지 연결하여 정보 네트워크 상에서 판매

및 재고, 각종 기술 및 기타 전략적 정보까지 공유

ㆍ사슬상의 주체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움직이는 가상조직의 형성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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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이나 도시바는 통합 가치사슬 체제를 구축, 고객의 수요동향 및 주문을

리얼타임으로 분석하고 생산계획 및 부품소요량을 최적화

ㆍ동시에 이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급업체와 공유하고, 공급업체 수준 향상

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제공

통합 공급사슬 개념도(도시바의 반도체 부문)

영업추진

생산관리

국제

국내

다국적

해외

웨이퍼
제조업체

자재
거래처

장치
제조업체

국내공장

제조
현지법인

해외협력
제조업체

국내 협력
제조업체

지사

특약점

판매
현지법인

판매사

국내공장

제조
현지법인

거래처 전공정 후공정 영업 세트제조업체 최종사용자

기업의 공급체인

공급자에서 고객까지의 공급체인

공급자의 공급자에서 고객의 고객까지의 공급체인

자료: 일본경제신문, 1998.7.22

3333)))) 특특특특화화화화된된된된 산산산산업업업업부부부부문문문문의의의의 VVVVeeeerrrrttttiiiiccccaaaallll HHHHuuuubbbb 지지지지향향향향

□ B2B e-Marketplace 사업으로 진출할 경우 오프라인상의 경쟁우위를 활용

할 수 있는 특정 산업을 타깃으로 설정

- 한 산업분야에서 특정 제품이나 버티컬 분야에 주력함으로써 독특한 e-

Maketplace를 위한 수익성 있는 영역을 형성

- 버티컬 전문지식을 활용, 그 영역 안에서 단기간에 신임을 얻고 특정 시

장의 요구에 맞출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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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e-Maketplace의 유형 : Vertical과 Horizontal

Horizontal Marketplace

철
강
산
업

자
동
차
산
업

화
학
산
업

전
자
산
업

…..

Vertical Marketplace

Vertical
Hubs

Horizontal
Hubs

버티컬 마켓/특정산업에 포커스 
(eSteel.com, PaperExchange)

다른 산업분야에 걸쳐 동일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제공(MRO.com, Bidcom)

Market
Maker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제품 거래를 중개

자료 : enable誌,「Are You Ready 2B?」, 2000. 6

□ 전문성 및 유동성을 바탕으로 특정 버티컬 영역을 장악한 후 빠른 속도로

제품범위 및 시장점유율을 확장

- 웨어톤철강, LTV철강, 스틸다이나믹스 등이 참여한 MetalSite는 초기에

거래 잉여분이나 2등급 금속만을 취급, 그 분야에서 우위를 점한 후 1등

급 금속 등 제품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

4444.... 전전전전략략략략적적적적 SSSSoooouuuurrrrcccciiiinnnngggg의의의의 구구구구현현현현

1111)))) 일일일일상상상상적적적적 구구구구매매매매에에에에서서서서 전전전전략략략략 SSSSoooouuuurrrrcccciiiinnnngggg으으으으로로로로 변변변변화화화화방방방방향향향향 정정정정립립립립

□ 기계적인 구매패턴을 벗어나, 환경변화 및 전략경로의 변경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전략 Sourcing시스템을 구축

- 전략 라이프사이클이 단축됨에 따라 전략계획이 Moving Planning 개념으

로 변화

ㆍ기존 Master Plan에 입각한 일상적 구매로는 대응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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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계획 변경에 따른 거래상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강구

ㆍ공급업체의 잦은 변경, 진입과 퇴출 등에도 불구하고 일정 품질수준과 요

구수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

□ 끊임없는 품질 개선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가치증식형 공급사슬을 구축

- 일정 품질수준의 유지를 넘어서 품질 혁신 및 원가절감 등을 자극하는 인

센티브 체제를 조성

- 고객정보의 축적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읽고 돌발적인 수요 진폭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확보

2222)))) IIIITTTTeeeennnnaaaabbbblllleeeerrrr 고고고고도도도도화화화화 및및및및 eeee----MMMMaaaarrrrkkkkeeeettttppppllllaaaacccceeee의의의의 진진진진화화화화를를를를 적적적적극극극극 활활활활용용용용

□ B2B시장, e-Marketplace 등도 기업들의 전략적 Sourcing을 지원하는 방

향으로 고도화

-전략적 구매패턴을 지원하기 위한 트레이드 허브(Trade Hub)시장이나 게

시 및 검색(Post & Browser)시장 모델이 출현

ㆍ기존 B2B포털에 지식ㆍ정보, 제품의 추천 등 기능강화와 부가서비스를

제공

ㆍ전략적 구매를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순 카탈

로그 기능보다는 Post & Browse방식을 통해 검색의 질을 제고

- 향후 B2B는 기업의 실질적인 전략파트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버티컬

영역의 고부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IP(information provider)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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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B2B 시장 모델

시장모델 설명 사례

수집시장

(Aggregator)

다수의 공급업체 카탈로그를 수집해 그것을 구

매자들에게 제공하는 「원스톱 쇼핑」 장소
e-Chemicals

경매시장

(Auction)

복수의 구매자나 판매자가 경쟁적으로 계약에

입찰하는 시장으로 구매자가 입찰가를 써냄
e-STEEL

교환시장

(Exchange)

복수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립적인 거래장소

(중앙집중형 시장)에 한데 모아 익명으로 가격

을 흥정하는 것으로 가격이 역동적으로 결정

Paper-

Exchange

게게게게시시시시ㆍㆍㆍㆍ검검검검색색색색시시시시장장장장

((((PPPPoooosssstttt &&&&

BBBBrrrroooowwwwsssseeee))))

구매자와 판매자가 전자 게시판(Bulletin Board)

를 이용, 직접 대면해서 일대일 거래 협상
Catex

트트트트레레레레이이이이드드드드 허허허허브브브브

((((TTTTrrrraaaaddddeeee HHHHuuuubbbb))))

다양한 버티컬 계열에 속한 구매자와 판매자의

공동체로서 수평적(Horizontal) 또는 사선적

(Diagonal) 시장 형태

Freemarkets,

Tradeout

자료: Forrester Research 및 Arhur B. Sculley, 「B2B Exchanges」, 1999

□ IT이네이블러 기술 및 진화된 B2B시장의 기능을 적극 활용, Sourcing의

반응성과 유연성을 극대화

- 구매자와 판매자간 접점을 확대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가능한 모

든 경우에 적기 대응이 가능

-필요한 역량을 언제든지 즉시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의 구축이 궁극적 목표

3333)))) 정정정정교교교교한한한한 기기기기획획획획체체체체제제제제 구구구구축축축축

□ 고객의 개성있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는 최적

동시(Concurrent) 최적화 공급사슬을 구축

- 개별공장 차원이 아니라 전사 차원에서 동시 최적화를 달성하는 세밀한

공급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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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비용, 지역 특성, 각 공장의 강점분야, 조달가능 부품, 재고분포 상황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이 필요

□ 효율적인 플래닝 메커니즘 설계를 통해 공급사슬의 병목현상을 해소하면서

통합과 균형을 추구

- 주어진 설비능력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격심한 수요 변동시 정

상적인 생산성의 유지가 불가능

ㆍ공급사슬의 요소가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에서는 병목현상 및 제약조

건이 다수 발생

- 정교한 기획체제와 공정간의 평준화를 통해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급격한

수요변동에 대해 탄력성을 견지

□ 각 기업의 특수 상황이나 문제점들에 대해 시나리오 플래닝 및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

-재고의 변화, 대상고객 및 설계의 변경, 신용한도 초과, 기계 고장, 담당자

부재, 예상하지 않은 부품 부족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작성

- 가능한 많은 사용자들에게 공급사슬 관리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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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고고고고객객객객관관관관계계계계의의의의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화화화화

1111.... 쌍쌍쌍쌍방방방방향향향향 고고고고객객객객 네네네네트트트트워워워워크크크크 구구구구축축축축

1111)))) 목목목목표표표표고고고고객객객객의의의의 설설설설정정정정과과과과 차차차차별별별별적적적적 마마마마케케케케팅팅팅팅 전전전전개개개개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고객에 대한 정보ㆍ지식의 확대 및 심화를

추구

- 기존 고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치기여도가 높은 핵심고객과 일반고객을

분류하고 차별적 전략을 구사

기존고객 분석의 필요성

□ 기업의 비즈니스 중 65%는 만족을 얻은 기존고객을 통해 이루어짐

□ 신규고객을 획득하는데는 기존고객에게 서비스하는 비용의 5배가 소요됨

□ 일주일에 50달러를 소비하는 고객을 매일 1사람씩 1년간 잃는다면 그 다음해

에는 1백만달러어치의 판매손실을 입게 됨

□ 만족을 얻지 못한 고객의 91%는 절대로 그 기업의 물건을 다시 구매하지 않

을 것이며 최소한 9명에게 자신이 겪은 불쾌감을 이야기함

□ 불만족한 소비자들의 10% 미만만이 자신이 느낀 불만을 호소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연락을 취함

(자료 : www.D&I.com)

□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객정보를 축적하고 핵심고객에 대해 지속적으로 데

이터를 관리

- 구매일, 구매빈도, 구매금액 등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상품유형, 지역, 목

적, 추구하는 효익을 첨가하여 가중점수화

ㆍRFM(Recently, Frequently, Monetary) 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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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패턴에 따라 핵심고객을 분류한 뒤 이들의 인구통계적ㆍ지역적ㆍ심

리적ㆍ행태적 특성을 파악

□ 분류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

- 핵심고객 및 우수고객에 대해서는 유지전략을, 「철새고객」에 대해서는

이탈방지를 위한 전략을 수립

ㆍ보스턴 은행은 25만명의 고객중 우량고객 3천명만을 대상으로 특별 프

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M/S 20% 증가와 대부금 잔고 9백% 증가를 기록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의 집행결과를 DB화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ㆍ고객별 점수(score)를 갱신해 이후 마케팅 활동에 활용

2222)))) 고고고고객객객객관관관관계계계계의의의의 고고고고도도도도화화화화

□ 개별 고객과 접점을 확산하고 쌍방향 고객관계를 구축

-인터넷은 물론 자동응답시스템, e-메일, 팩스, 교류회 등 온ㆍ오프상의 경

로를 통해 고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보

-특히 판매 이후의 프로세스에서 고객과 접촉을 강화하여 재구매율을 향상

ㆍ고마츠는 인터넷으로 매뉴얼을 제공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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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매뉴얼을 제공하는 고마츠

건설중장비를 생산하는 고마츠는 운용매뉴얼을 CD롬으로 제작하여 고객에

게 배포했으며, 99년 1월부터 이를 웹으로 이전, CD롬 갱신에 소요되는 수

십억엔을 절감. 더욱 효과적인 것은 쌍방향 통신으로 고객은 부품교환이 필

요한 시점에서, 온라인 매뉴얼 도면상의 필요한 부품을 클릭하면 됨. 전화

통화에 따른 번잡함이 제거된 것임. 고장이 났을 경우 도면을 카피, 이상

한 소리가 남 등으로 표시하여 팩스로 보내면 수리공이 일단 방문해서 진

단하는 등 부품을 다시 가져오는 낭비가 줄어듬.

(자료 : 日經ビジネス 2000년 8월 7일~14일 합병호)

□ 고객과의 모든 교류활동 결과를 DB화하여 향후 경영활동에 반영

-고객관련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완벽한 고객관계 구축을 시도

ㆍMS의 경우 고객별 웹페이지는 기업고객이 보유 또는 주문한 시스템, 소

프트웨어 정보는 물론 고객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와 정확한 고객서비

스 기록을 제공

- 웹사이트를 조직내 타 부서에도 개방하여 다양한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고객DB를 고객중심으로 재설계

- 주로 제품이나 기능별 조직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고객 DB를 고객중심으

로 개편

ㆍ벨 어틀랜틱의 경우 4년의 시간을 투입하여 서비스 중심에서 고객 중심

으로 정보시스템을 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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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자자자자생생생생적적적적 고고고고객객객객 커커커커뮤뮤뮤뮤니니니니티티티티의의의의 발발발발생생생생을을을을 지지지지원원원원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마케팅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고객들의 가상공동체

(cyber community) 형성을 촉진

- 주로 자사제품에 대한 사용 소감, 사용시 발생한 문제점과 노하우 공유

등을 기점으로 고객과 고객의 만남을 활성화

- 모임의 규모가 증대하고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고객의 문제를 고객이

알아서 해결할 정도의 고객주도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

ㆍ델과 시스코의 경우 사용자 공동체(user community)의 활동이 대단히

활발하며 기업성과에 상당한 기여

ㆍGM의 경우 새턴 전용 웹사이트(www.saturncars.com)를 통해 온라인

구전효과 발생

□ 자생적 고객 커뮤니티를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의 이념과 가

치를 공유ㆍ전파하는 수단으로 활용

-고객과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관을 도출하고 이를 공유

ㆍ소니의 경우 「디지털 드림 키즈」라는 비전에서 「키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주 고객인 N세대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

-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웹상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

ㆍ트라이포드의 경우 자사 웹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를 모니터링하

고 음란물, 욕설 및 프라이버시나 재산권 침해 사례를 억제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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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고고고고객객객객파파파파워워워워의의의의 인인인인식식식식 및및및및 활활활활용용용용

1111)))) 증증증증대대대대되되되되는는는는 고고고고객객객객관관관관련련련련 리리리리스스스스크크크크에에에에 대대대대응응응응

□ 고객의 파워가 기업의 번영과 쇠퇴를 좌우하는 요인이므로 보다 신중한 접

근을 시도

- 디지털 시대에는 입소문과 사이버 커뮤니티를 통해 브랜드 파워가 형성되

거나 파괴되는 양면성을 내포

ㆍ넷스케이프의 원형인 모자이크는 입소문만으로 18개월만에 4천만명의

사용자를 확보

ㆍ반면 인텔, 파이어스톤, 코카콜라는 고객파워를 경시했다가 치명적인 손

실을 감수

- 특히 고객의 정서에 반하는 언행이나 문제 대처가 작은 하자를 일파만파

의 대형사고로 증폭시키는 위력을 발휘

□ 고객의 파워가 크게 강화되었음을 인식하고 「퍼미션 마케팅(permission

marketing)」 등 고객관계의 관리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시도

- 고객정보의 획득시 지나친 요구에 대해 고객의 거부반응 및 심할 경우 반

발을 초래

ㆍ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상당수 고객들이 민감한

반응과 우려를 표명

-고객과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축적

ㆍ야후의 세스 고딘은 이를 「퍼미션 마케팅」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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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미션 마케팅(Permission marketing)

□ 야후의 마케팅담당 부사장인 세스 고딘(Seth Godin)이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

고객에게 접근하는 단계적 방법론을 지칭

□ 우선 고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 →관계를 지속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느낄 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제공 →고객에 대한 혜

택을 설명

□ 고객의 수락(permission)을 유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

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객과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매출로

연결

□ 우호집단의 형성을 지원하는 등 고객관련 리스크를 중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 자생적 고객 커뮤니티 등 기업의 가치에 공감하는 우호 고객집단의 육성

에 주력

ㆍ앤티 사이트가 출현했을 때 가장 유력한 방어책은 기업 자신이 아니라

우호집단의 반격

2222)))) 고고고고객객객객 주주주주도도도도형형형형 거거거거래래래래 모모모모델델델델을을을을 도도도도입입입입

□ 고객주도형의 온라인 구매방식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판매비용을 감축하고

만족도를 제고

- 판매원의 설명이나 기타 불필요한 접촉의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뿐더러 고객의 참여의식을 제고

-고객 자신의 지식을 활용, 원스톱형 거래를 구현

ㆍ증권사, 여행사, 신용카드 등 다양한 업종에서 고객주도형 거래모델의 채

택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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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주도 거래를 체계화함으로써 원스톱형 토털 솔루션 제공의 기회를 확대

-고객측의 주도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고객가치를 극대화하는 거래가 가능

ㆍAMEX의 경우 고객들의 소속사 출장규정을 자사 네트워크에 내장시키

고, 이에 준한 출장예약처리서비스를 제공

- 셀프서비스 방식의 주문ㆍ유지ㆍ보수를 통해 고객을 기업의 가치사슬에

보다 밀접하게 통합

ㆍ델컴퓨터의 경우 기업내부의 인트라넷을 고객에게 공개하면서 고객주도

적인 가치창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성공

3333.... 대대대대량량량량맞맞맞맞춤춤춤춤생생생생산산산산 체체체체제제제제 구구구구축축축축

1111)))) 분분분분자자자자((((分分分分子子子子)))) 단단단단위위위위로로로로 고고고고객객객객을을을을 파파파파악악악악

□ 고객관리의 초점을 「집단」에서「개인」으로 전환

- 기존의 고객 분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분류한 것에 불과 (top-

down 방식)

-고객집단이 아닌 개별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이 필요

□ 웹기반의 고객DB 마케팅이 발달하면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에 따

른 차별적 대응이 가능

- 고객의 행동양식을 DB에 담아 분석함으로써 보다 의미있는 고객분류가

가능

ㆍ회원으로 등록할 때부터 기본정보를 획득

ㆍ온라인의 활동상을 추적하여 특정 고객이 선호하는 분야의 정보를 획득

ㆍ특화된 e-mail 등 고객별로 맞춤 마케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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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별로 비슷한 특성을 지닌 계층을 모아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 (bottom

-up 방식)

2222)))) 핵핵핵핵심심심심 고고고고객객객객층층층층에에에에 집집집집중중중중

□ 고객 분류를 통해 집중해야 할 핵심 고객층을 선정

-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가속될수록 고객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가치의 격

차는 더욱 심화

ㆍ상위 20%의 고객이 기업이익의 80%를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화(80:20

의 원칙)

-전체 고객수보다 얼마나 많은 핵심 고객을 확보하는가가 관건

□ 기업이익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고객층을 집중육성하고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고객과는 결별

- 자사의 고객 가운데 브랜드 바이어(Brand Buyer), 컨비니언스 바이어

(Convenience Buyer)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

- 바겐 헌터(Bargain Hunter)는 기업간 가격경쟁을 야기시켜 출혈판매를 조

장하는 등 기업이익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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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구매패턴에 기반한 고객분류

분 류 주 요 특 성 비 고

bargain

hunter

저가격을 극도로 추구하는 고객

저소득층인 경우가 일반적

구매가 증가할수록

기업이익은 악화

casual

buyer

- 즉흥적인(충동적인) 고객

- 구매단가가 낮고 횟수도 작음
철새 고객

relationship

hunter

- 인터넷 광고 및 프로모션에 강한 반응

- 소득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

convenience

buyer

- 인터넷을 통해 편의성과 시간절약을 추구

- 소득은 비교적 높은 편

- 구전효과에 의한 고객층 확장 기대

핵심고객으로

유인

brand

buyer

- 브랜드 충성도와 구입빈도가 높은 계층

- 가격민감도가 그다지 높지않은 편

- 가장 높은 소득층

핵심고객

자료: Diamond Harvard Business, 「大企業のネットㆍコンピタンス 戰略」, 2000년 4~5

월호에서 일부 수정

□ 핵심고객 확보를 위해 기업조직의 역량을 집결하고 시스템을 구축

- 많은 수의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명의 고객을 평생 확보하는 것

을 의미

ㆍ시장점유율 경쟁에서 고객점유율 경쟁으로 변화하는 것에 기인

-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핵심고객 계층(가장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고

객)을 설정하고, 다양한 접점을 활용

ㆍ온ㆍ오프 채널을 통해 고객이 상품을 경험토록 하는 것이 관건

3333)))) 1111::::1111대대대대응응응응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을을을을 구구구구축축축축

□ 고객 개개인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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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칼튼호텔은 딱딱한 베개를 주문한 고객에 대해서는 이후 전세계 어느

리츠칼튼에서 묵더라도 딱딱한 베개를 제공

ㆍ글로벌 DB에 대상고객의 이름과 선호를 지속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체인호텔과 정보를 공유

-아마존은 고객이 이전에 구매한 분야의 도서를 추천목록으로 제공

ㆍ고객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수록 개인화가 진전

ㆍ고객은 다른 기업에게 자신을 알리는 노력이 귀찮아서 아마존을 계속

이용

□ 제조업체도 고객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대량맞춤생산

을 추진

-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미국의 인터넷 자동차리스기업 모델E는 2001년

1/4분기부터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의 주문을 받아 자동차를 설계ㆍ생

산할 것이라고 발표

4444.... 고고고고객객객객의의의의 기기기기대대대대를를를를 앞앞앞앞서서서서가가가가는는는는 고고고고객객객객케케케케어어어어 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

1111)))) 고고고고객객객객 고고고고착착착착화화화화에에에에 주주주주력력력력

□ 고객의 전환비용(switching cost)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고객 고착

화(Lock-in)가 주요 이슈로 대두

-고객의 확보ㆍ유지ㆍ관리의 3박자를 갖추는 경영체제를 구축

-선진기업들은 각종 고객 고착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고객이탈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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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뱅크의 고객 고착 프로그램 (미국)

시티뱅크는 한번 고객을 평생 고객 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

□ 가격보상제도 : 시티뱅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30일 이내

에 그 가격보다 더 저렴한 곳을 고객이 발견하고 이를 증명하면 차액을 돌려

주는 제도. 할인점과 달리 금융업체는 가격에 책임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수행

□ 도난배상 프로그램 : 시티뱅크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후 도난당했다면 그 제

품 값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 고객은 도난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신고확인증만 보내면 됨

□ 분쟁대상 중재 : 고객이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선 결제한 상품이 도착

하지 않을 경우 일단 고객에게 환불조치를 한 후 직접 판매자와 분쟁을 해결

□ 수표발행서비스를 실시 : 개인수표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백지수표

를 발송. 고객은 현금문제를 해결할수 있기 때문에 시티뱅크의 수표를 이용하

여 다른 카드의 빚을 모두 시티뱅크로 옮김. 이후 고객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다른 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시티뱅크의 것만을 사용.

(자료)「퍼미션 마케팅, 이미 사용해 오고 있었다」, 김주호, Ad.com, 2000.7

□ 핵심고객을 중심으로 고착화(lock-in)전략을 구사하여 고객의 평생가치

(lifetime value)를 극대화

- 고객평생가치란 한 고객이 특정기업과 거래하는 기간 동안 그 기업에 어

느 정도의 수입을 가져다 주는가를 파악하여 결정

·고객이 평균적으로 기업에 기여하는 미래수익의 현재가치

-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리셀링(re-selling), 업셀링(up-

selling), 크로스 셀링(cross selling)을 추구

ㆍ업셀링은 낮은 버전의 제품구입자에게 높은 버전의 제품 출시후에 재구

매를 유도하는 개념

ㆍ크로스 셀링은 고객이 기 구입한 제품에 추가로 소요되는 상품까지 판

매하는 개념(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자동차 보험, 자동차용 악세서리 등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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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고고고고객객객객니니니니즈즈즈즈의의의의 변변변변화화화화를를를를 선선선선취취취취하하하하는는는는 센센센센서서서서를를를를 구구구구축축축축

□ 고객니즈의 변동을 리얼타임으로 감지하는 센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개발 및 생산에 즉각 반영하는 신속대응체제를 수립

- 니즈의 변화를 남보다 먼저 읽어야 하며 업종별로 고객선호 변동의 선행

지표를 확립하고 사전적인 예보기능을 강화

ㆍ특히 전체적인 평균치보다는 개별고객들의 행동에 주목

- 가치사슬의 출발을 고객으로 설정하고, 모든 가치창출활동은 고객에서부

터 시작된다는 역발상을 전 구성원에게 전파

□ 웹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

- 무한대의 전시공간을 가진 웹을 활용, 고객에게 보다 넓은 선택의 폭을 제

공

ㆍ「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오프라인에 반영

- 상품ㆍ서비스ㆍ광고 및 가격의 맞춤화를 통해 고객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고객 자신만을 위한 상품ㆍ서비스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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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제공하는 가치

분류 기업 내 용

매력적인

가격

이트레이드 기존 브로커 수수료의 1/10

Key Fuels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750여 가맹주유소에서
도매가격으로 휘발유 판매

풍부한

선택

아마존닷컴 600만종 이상의 도서, CD, 장난감, S/W 등

유나이티드항공
500여개의 여행관련 기업의 상품을 온라인 판매
(100사 이상의 항공사 포함)

높은

편의성

Intuit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포탈 금융정보 서비스

월마트 매장 대비 10배에 이르는 진열상품을 배송

맞춤화

eToys
gift request를 친구, 가족에게 송부 가능
생일 환기 기능 등 다양한 부가기능 보유

존슨&존슨
온라인 일기로 아이의 성장기록을 보존,
아이의 성장시기에 걸맞는 정보를 이메일로 전송

자료: 일본 부즈알렌 해밀톤, 「Eビジネス 勝者の戰略」, 2000년 4월에서 일부 수정

□ 자사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위치를 감안하여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를 유기적으로 연결

- 채널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

록 함

찰스 스왑의 Hi-Tech & Hi Touch

찰스 스왑은 오프라인의 지점, 인터넷 사이트, 콜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상

호 보완하며 고객을 지원. 즉 고객은 형식상 지점에 귀속되고, 지점을 대면업무

및 고객교육의 장으로 활용. 콜센터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지점의 담당자와 고

객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 인터넷은 리얼타임으로서 비용발생이 거의 없이 고객

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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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Ⅶ.... 경경경경영영영영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화화화화

1111.... 네네네네트트트트워워워워크크크크 조조조조직직직직 구구구구현현현현

1111))))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인인인인프프프프라라라라를를를를 통통통통한한한한 고고고고속속속속경경경경영영영영 실실실실현현현현

□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및 경영프로세스의 고속화를 달성

- 기존 오프라인의 위계조직내에 존재하던 불필요한 중간단계를 과감하게

제거(Disintermediation)

- 기업 내부 프로세스만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가치시스템 전체의 혁신을

통해 초고속 경영을 구현

- 기회 포착, 위협 감지 및 이에 대한 반응태세 구축이 모두 리얼타임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유기체적 대응체제 조성

□ 경영프로세스의 고속화를 통해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 스피드

구현

-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 체

제를 구축

항공기 엔진의 원격진단 사례

GE는 항공기 엔진에 진단 센서를 부착하여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원격진단센터에

서 운항 중인 모든 항공기의 엔진상태를 점검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

치하고 있으며, 원격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착륙 즉시 수리

→ 항공사의 입장에서도 수리비용,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유료화 가능

- 매출, 순익, 주문, 판매와 관련된 재무정보를 통합한 인터넷 시스템을 구

축해 지역ㆍ품목별 판매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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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FedEX는 웹사이트를 통해 30만개에 달하는 화물의 이동상태를 파악하

고 고객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인터넷십 프로그램을 운영

2222)))) 경경경경영영영영 부부부부문문문문간간간간 연연연연결결결결조조조조직직직직((((IIIInnnntttteeeerrrrffffaaaacccceeee)))) 강강강강화화화화

□ 기업과 기업간, 기업내 부문간 연결조직(Interface)의 강화를 통해 문턱없

는 정보와 물자의 흐름을 유도

- 오프라인 위계조직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부서간 정보공유 및 업무 조

정 등의 공백에 대한 대처 필요

- 정보흐름의 원활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간의 호환성 보장과 동시에 이에

따른 정보 보안 문제 등에 대한 치밀한 대비가 필요

□ 향후 경영자는 산하 조직의 관리자에서 부서간ㆍ기업간의 원활한 연결을

관리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 역할을 확대

- 게이트키퍼는 부문간 정보공유, 문제해결과정에 참여 유도, 만남의 기회

제공, 원칙의 공동수립 등을 조율

- 또한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비전을 제시, 한 방향으로 전체의 에너지를

결집

□ 사내 협력은 물론 벽 없는 사외협력을 통해 상호진화하는 경영체제를 구축

- 산업구도가 부단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조직 내부의 결속만으로는 대응 속

도 지연

- 타사와 시장기회에 따라 수시로 연결과 해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

ㆍ정보 인프라의 호환성과 개방적인 기업문화 등이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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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조조조조직직직직의의의의 네네네네트트트트워워워워크크크크화화화화 추추추추진진진진

□ 조직 각 부문이 위계적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협력하고 시너

지를 창출하는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

- 조직구성원들에 대해 최대한으로 권한을 위양(Empowerment)하고 온라인

통제를 통해 조정

ㆍ시스코의 경우 사원들이 업무처리 결과를 기업인트라넷에 입력하면 극소

수의 관리자가 표본조사를 통해 규정준수 여부를 점검

- 부서간 경계와 무관하게 구성원들간 자율적인 업무협조가 가능하도록 인

프라를 설계

ㆍ시스코는 구성원 누구나 인트라넷을 통해 전 구성원의 특기와 현재 담당

업무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조직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고객과 대면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루어지

도록 의사결정 중심을 분산화

- 의사결정이 직선형으로 연결된 사슬형 구조에서 다양한 수준의 의사결정

들이 필요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웹형 구조로 이행

- 웹들의 중심인 허브는 조직의 상층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활동과

고객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

ㆍ고객접점으로 핵심적인 지식ㆍ기술ㆍ자원이 신속하게 흐를 수 있도록 경

영 프로세스를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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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고고고고객객객객위위위위주주주주 경경경경영영영영 구구구구현현현현

1111)))) 고고고고객객객객주주주주도도도도 이이이이념념념념의의의의 정정정정착착착착

□ 수동적인 고객만족 개념을 벗어나 고객주도의 이념을 경영 전체의 핵심 가

치로 설정

-고객을 정보ㆍ역량ㆍ비전을 제공하는 유력한 경영자원 제공자로 간주

ㆍ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ㆍ정보ㆍ지식 등 핵심적 역량의 제공자로

서 고객의 위상이 강화

- 경영 비전 및 전략방향의 설정에 고객을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

□ 고객의 경험과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경영전략에 반영하는 체제를 구축

- 단순한 고객 니즈의 반영 차원에서 니즈 구현의 주체인 고객과 가치창조

적 관계 수립에 주력

2222)))) 逆逆逆逆피피피피라라라라미미미미드드드드 경경경경영영영영 구구구구현현현현

□ 조직의 전 부문에 고객접점을 설치함으로써 고객과의 거리를 최소화

- 기업과 고객은 이제 단순히 상품과 돈이 오가는 관계가 아니라 정보와 지

식을 교류하는 관계로 발전

-최고경영자 자신이 가장 중요한 고객접점의 역할을 수행

ㆍ초일류기업의 CEO들은 하루 중의 상당 시간을 고객과 만나는데 할애

□ 현장의 경영관행 및 의사결정에서 고객에 대한 배려가 최우선 순위를 갖도

록 경영층부터 솔선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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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단기적 이익보다 고객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관행이 확립되도록

전사원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

ㆍ존슨앤존슨은 「우리의 신조(Our Credo)」등을 통해 철저한 정신교육을

실천한 결과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에 대한 기민한 후속 처리로 오히려

고객신뢰의 기반을 구축

- 고객접점에서는 담당 직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여 기업의 고

객이 아니라 자신의 고객을 담당한다는 자세를 부여

3333.... 개개개개인인인인의의의의 창창창창의의의의성성성성ㆍㆍㆍㆍ감감감감성성성성 극극극극대대대대화화화화

1111)))) 창창창창의의의의적적적적 인인인인력력력력ㆍㆍㆍㆍ조조조조직직직직의의의의 유유유유치치치치

□ 조직 내부 인력의 양성은 물론 외부 시장에서 검증된 창의적 인재 및 조직

의 유치를 적극 추진

- 별도 팀을 구성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창의성과 감성이 조직 전체에 전

파되도록 유도

ㆍ기존 오프라인 조직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초기에는 내부 조직의 일정

거리를 유지

-이들이 시장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올림으로써 조직의 무게중심을 이동

트로이의 목마

□ 찰스 슈왑은 e-슈왑을 별도조직으로 신설,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둔 후 e-조

직 주도로 모기업을 합병한 전형적인 「트로이 목마 전략」을 구사한 그 결과

현재 미국 인터넷 증권거래 시장의 42%를 점유, 업계 1위의 자리를 확보.

□ 이러한 전략은 뱅크원(은행), 펫스마트(유통), 로맥 인터내셔널(인력 중개),

TMP 월드와이드(인력 중개) 등으로 급속히 확산

전통기업의 e-Transformation 전략 79



□ 창의적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층의 전략적 리더십 확보가 시급

-맡겨진 업무에만 충실한 다수의 중간관리자는 창의성 억제요인으로 작용

- 휴먼 어세스먼트(Human Assessment) 등 관리자 자질에 대한 평가를 통

해 소수정예의 중간관리층을 선발하고 전략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을 가동

2222)))) 창창창창조조조조적적적적 개개개개인인인인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지지지지원원원원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구구구구축축축축

□ 창조적 개인의 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전폭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

- 조직시스템을 통한 가치창출보다는 한 개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도래

- 상부의 간섭 최소화, 자금, 경영지원, 인프라 제공 및 리스크 부담을 경감

함으로써 위험감수를 고취

ㆍ실패는 용인하되, 장기적으로 평가시스템을 정비하여 필터기능을 강화

개인의 창조력을 지원하는 시스템

탁월한 개인들이 SONY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

해야 한다. 벤처기업처럼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와

경영인프라, 자본, 그리고 리스크의 감소이다. (소니 이데이 회장)

□ IT를 통해 종업원의 지식을 활용, 종업원 주도로 기업의 문제점을 직접적

이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Bottom-Up체제를 구축

- 각 하부 조직이 성과를 책임지며 종업원들 스스로 노동시간, 근로자 선택,

작업방법 등을 자유롭게 하는 Self-managed 부서를 형성

ㆍMCI, 제록스, 존슨앤존슨, 휴렛패커드, 모토롤라 등은 IT를 바탕으로 완

전한 Bottoms-Up 구조화를 지향

80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일선 부서의 이익센터화와 기업 내부시장의 형성을 지향

ㆍABB의 4,500개에 이르는 독자적인 Profit Center는 내부시장의 전형적

모델이며 Siemens와 Lufthhansa도 유사한 모델을 지향

3333)))) 고고고고객객객객과과과과 교교교교감감감감할할할할 수수수수 있있있있는는는는 감감감감성성성성중중중중시시시시 경경경경영영영영 추추추추진진진진

□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고객 서비스 차별화 요인은 「감성」

- 기본적인 품질에서는 더 이상 경쟁우위가 판가름나지 않으며 인간의 감성

에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소프트 경쟁력이 중요

- 내부 연구개발의 강화만으로는 다양화ㆍ섬세화해가는 고객니즈에 부응하

기가 어려우며 고객과 긴밀한 교류와 공감이 필수적

□ 지성과 감성의 조화, 특히 N세대적 감각, 상상력, 정서의 확보가 관건

- 젊은 인재의 수혈을 통해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참신한 이미지

를 유지

-특이인재의 확보를 통해 조직다양성을 제고

ㆍ해커, 아티스트 등 다양한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환경 대응능력을 극대화

4444.... 조조조조직직직직 인인인인텔텔텔텔리리리리전전전전스스스스 구구구구현현현현

1111)))) 전전전전략략략략 스스스스피피피피드드드드의의의의 확확확확보보보보

□ 1개월 단위로 바뀌는 전략 라이프사이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스피드 확

보가 선결과제

- 치밀한 계획ㆍ과정관리보다 명확한 목표 및 순발력과 직관 중심의 평가시

스템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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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폭적인 권한위양과 속전속결식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잘못된 의사결정보

다 실기를 질책하는 분위기 조성

시티뱅크의 6-Internet Year

- 인터넷의 정보 倍增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에 착안, 과거 6년이었던 중기경

영계획 대상기간을 1.5년(1 Internet Year = 3개월)으로 설정

- 과거보다 시간의 흐름을 네 배 빠르게 인식하라는 상징적 조치

□ 단기전략은 과감하게 사업부ㆍ팀 단위로 이양하고 본사는 큰 그림(grand

design)을 제시하는데 주력

- 핵심적 전략의사결정의 중추를 현장으로 이전함으로써 환경의 복잡성에

기민하게 대응

ㆍ사업부는 자신이 속한 경쟁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전략을 운영하며 사업부

간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조장

ㆍ사업부간 협력은 최고경영층의 조율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

-본사는 마스터플랜 작성자에서 경로탐색자(Path-finder)로 변신

ㆍ주어진 사업의 틀 아래서 효율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속한

사업영역의 장기 생존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음 세대의 전략

을 모색

사업이 아니라 이념을 창출

□ 찰스슈왑은 사업기반을 웹으로 옮길 경우 가격을 60%나 인하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단행, 이는 사업부의 시야로는 불가능한 의사결정

□ 찰스슈왑은 자신을 「고객의 경제적 꿈의 수호자」로 간주하고, 이러한 이

념에 충실함으로써 틀 전체를 바꾸는 과감한 의사결정이 가능

□ 결국 디지털 시대의 최고경영자는 단기전략, 투자결정, 인사 업무 등이 아

니라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결정을 전 조직에 밀어부칠 수 있는 「이념의 창

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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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학학학학습습습습조조조조직직직직 및및및및 지지지지식식식식경경경경영영영영 고고고고도도도도화화화화

□ 그룹웨어 등 디지털기술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지식경영의 심화를 촉진

- 디지털기술을 통해 기업 내부 경영자원의 지능화(e-Intelligence)를 지원

하고 조직내 신경망을 구축

ㆍ디지털 기술은 1단계에서 경영프로세스의 효율화ㆍ스피드화에 주력했다

면 2단계에서는 지식충돌 및 융합을 지원하는 지식 인프라 구축이 핵심

-사이버상에 리얼타임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충돌의 장을 마련

ㆍ로열더치셀은 매주 한번씩 전세계 지사의 6인팀(GameChangers) 6개가

모이는 정기 사이버 미팅을 개최

ㆍDell은 기업 전체에 동일한 질문을 던진 후 다양한 의견들을 비교하여

그 최상의 결과를 조직 전체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

□ 지식과 가치창출이 선순환하는 조직 인텔리전스 구현

- 지식경영으로 달성된 내부 지식DB를 체계화하고 이를 전략시스템에 긴밀

하게 연결

ㆍ환경변화 데이터를 통해 조직에 주는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 솔

루션까지 제시하는 지식DB의 인텔리전트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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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텔리전스의 체계

실시간 환경감지

- 실시간으로 환경변화를 감지하고 조직의 현위치를 인식

- 조직의 기회와 위협을 정확하게 파악

↓

이중학습을 통한 지식창출(Creator)

- 내부 지식과 경험의 동원을 통해 환경정보를 가공

- 습득된 지식을 통해 축적된 지식창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경로발견형 전략대응

- 기업가정신의 구현으로 과감한 리스크테이킹

- 가장 신속한 대응 및 환경창출을 위한 경로발견형 전략 구사

3333)))) 기기기기업업업업문문문문화화화화의의의의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화화화화((((eeee----CCCCuuuullllttttuuuurrrreeee))))

□ 기업간 제휴와 연결이 빈번해지면서 문화관리가 디지털 전략의 핵심으로

등장

-외부기업과 제휴에 앞서 문화의 양립가능성을 사전 점검할 필요

- 이질적 문화와 쉽게 결합하는 개방형 기업문화를 보유한 조직이 환경적응

에 유리

□ 신문화ㆍ이문화와 접점 관리를 통해 융복합 가치 창출

- 고객, 경쟁업체, 협력업체, 투자자 등과 지식과 역량을 공유하고 전략적

제휴를 추진

- 조직내부에 항상 일정 비중 이상의 외부자원의 공존을 유도하며 선진기

업, 학계, 벤처 등과 접촉기회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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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관리인 문화(Stewardship)에서 창업기업가 문화(Entrepreneurship)로

의 전환이 필요

- 자율적인 조직풍토는 디지털화가 구체적인 경영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촉

매역할을 수행

-기획에서부터 사업화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사내벤처팀」을 운영

ㆍ엄정한 사업평가에 의해 벤처팀을 선발하고 자금ㆍ권한을 파격적으로

배분

ㆍ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경영성과에 따라 제한없이 보상하고, 분사화하거

나 독립사업부로 승격

□ 내부균형보다는 외부시장 균형이 조직내에 통용되는 시장지향 문화 구축

- 구성원간 형평, 직급질서 유지 등 「내부 정합성」에서 시장가치 중심의

「외부적합성」 중심으로 전환

-조직내부의 자원배분에서도 시장원리를 적극 활용

ㆍ조직 내부에 아이디어 시장, 자금시장, 기술시장 및 사내 노동시장을 형

성하고 자율적 교류를 유도

ㆍ핵심적 기능을 제외하고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외부 조달하는 것을 원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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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ⅧⅧⅧ.... 단단단단계계계계별별별별 추추추추진진진진방방방방향향향향

1111.... 단단단단계계계계별별별별 접접접접근근근근의의의의 기기기기조조조조

1단계: 디지털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 경영 요소간의 연연연연결결결결접접접접점점점점을을을을 확확확확보보보보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스피드와 인터페이스를 동시 달성

▷ 신신신신ㆍㆍㆍㆍ구구구구채채채채널널널널간간간간 갈갈갈갈등등등등을을을을 조조조조정정정정하고 온ㆍ오프라인 시너지를 극대화

2단계: IT로 인한 사회문화 변화에 대응

▷ 연결점점의 확장ㆍ심화ㆍ고부가화를 통해 커커커커뮤뮤뮤뮤니니니니티티티티를를를를 형형형형성성성성하고

新고객가치를 창출

▷ 지식을 매개로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을을을을 버버버버추추추추얼얼얼얼((((VVVViiiirrrrttttuuuuaaaallll))))화화화화하고 사이버 공간의

가치시스템을 주도

단단단단계계계계별별별별 전전전전략략략략

□ e-Transformation 전략은 디지털 기술발전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거쳐 기

술발전의 사회ㆍ문화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

- 1단계에서는 디지털 인프라의 발달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다양

한 연결접점을 확보

ㆍ기존 오프라인 채널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주도권의 조속한 이양을 시도

- 2단계에서는 사회문화의 변화에 대응, 각종 연결접점의 강화와 확장을 통

해 고부가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오프라인 시스템의 가상조직화를 촉진

ㆍ고부가 커뮤니티 활동을 심화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가

치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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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단단단단계계계계별별별별 추추추추진진진진방방방방향향향향의의의의 세세세세부부부부 내내내내용용용용

□ 디지털 전략의 단계별 추진방향을 4대 부문별로 제시

- 1단계의 순조로운 이행이 2단계 전략 수행의 전제조건으로 작용

ㆍ부문별로 상이한 디지털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균등한 성장을 지향

ㆍ채널간 갈등 조정은 지속적 디지털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성공요인

으로 등장

- 2단계에서는 B2B커뮤니티, 고객커뮤니티, 가치창출 커뮤니티 등 기업 내

외의 다양한 커뮤니티 창출과 유지에 주력

전략 기본방향과 부문별 실천전략

연결접점의 구축 채널간 갈등 조정 커뮤니티 구축 시스템의 Virtual화

제품

고객관계

투자이익 중시
(회사의 상품화)

고객주도 커뮤니티
의 충성도 확보

가상기업 창출

1 단계 2 단계

실리콘밸리형
가치창조
커뮤니티 구축

오프라인제품에
칩을 내장

고객접점 확보
사이버채널 구축

채널간 갈등 조정
(시장성과에
의한 경쟁)

초고속
인터페이스 경영

디지털리더십 확립
(cannibalism)

표준 문제에 대응
(Standard-based

Approach)

B2B커뮤니티 구축
(e-Marketplace)

고객역량
활용체제

(전략파트너화)

개방/모듈형
공급체인 구축

부문별 최적화에서
전체동시최적화

지향
Sourcing

경영시스템

전략적 A&D 등
리얼타임 소싱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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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1111단단단단계계계계 전전전전략략략략

연연연연결결결결접접접접점점점점의의의의 구구구구축축축축

□ 오프라인 제품에 칩을 내장함으로써 네트워크화의 단말로 활용

-특히 최근의 모바일 기술 발달로 Moving network 출현

ㆍ실시간 정보교류와 축적을 통해 디지털화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할 전망

□ 수직통합형 공급사슬에서 개방된 모듈형 공급사슬로 이행

- 각 기업들은 공급사슬의 개성있는 모듈이 됨으로써 접합과 분리가 자유로

운 연결점을 확보

ㆍ경쟁력이 없는 요소는 언제든지 교체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

□ 다양한 고객접점을 확보하고 사이버 채널을 구축

-고객과의 거리를 가능한 최소화

ㆍ사이버상의 접점을 개발하되 오프라인의 접점도 중요

-고객접점을 장악하지 못할 경우 단품의 대량생산 하청업체로 전락

□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초고속 인터페이스 경영으로 이행

- 중간단계 제거, 경영프로세스의 초고속화로 인해 문턱을 없애는 인터페이

스 경영의 중요성이 급증

- 수평적 연결조직 활성화, 게이트키퍼의 양성과 배치 등 다양한 조직적 배

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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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채채채널널널널간간간간 갈갈갈갈등등등등 조조조조정정정정

□ 산업내 사실상의 표준(Defacto standard) 동향을 주시하면서 변화조류에

기민하게 대응

-모든 제품이 네트워크화됨에 따라 표준충돌 및 Lock-out위험이 급증

□ 기업내 최적화에서 공급사슬 전체의 동시 최적화로 이행

- 기업별 또는 부서별 최적화 마인드로 인해 기업경계를 넘어선 협력과 동

시 최적화에 난관

ㆍ관계자들간 수시 미팅 개최 등 의견교환 기회 확대

ㆍ공급사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 플래닝 교육을 실시

□ 고객관계는 단일채널에서 온ㆍ오프라인 채널간 Win-Win 경쟁을 유도

-온ㆍ오프 채널간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

ㆍ시장경쟁의 성과에 의해 주도권을 이행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차단

- 궁극적으로 사이버채널의 주도권을 확립하되 오프라인채널은 고객서비스

의 고도화 등 기능의 차별화를 통해 공존

□ 경영시스템에서 디지털 부문의 리더십을 확립

- 일단 디지털 인력이나 조직을 위성형태로 도입하고 「한지붕 두가족」체

제를 유지

-시장성과를 기준으로 주도권을 이전하면서 기업의 방향성을 확립

ㆍ이 과정에서 기업의 변화저항 세력의 반발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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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2222단단단단계계계계 전전전전략략략략

커커커커뮤뮤뮤뮤니니니니티티티티 구구구구축축축축

□ 개별기업간 연결에 의한 조달(Sourcing)에서 e-Marketplace 등 B2B 커뮤

니티를 통한 조달(Sourcing)로 이행

- 특정 산업에서 확고한 시장지위와 강점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e-

Marketplace를 주도하는 허브기업을 지향

ㆍe-Marketplace의 진화가 가속화될수록 전통기업의 입지가 강화될 전망

□ 고객 커뮤니티의 로열티 확보로 이행

-고객 커뮤니티의 막강한 파워를 활용할 경우 강력한 경쟁원천을 확보

ㆍ시장점유율에서 고객점유율로 평가지표를 전환하고 맞춤형 가치를 제공

하는 등 커뮤니티 구성에 총력

- 고객 커뮤니티가 추구하는 가치와 기업의 추구 가치를 통합시킴으로써 공

감의 경영을 추구

□ 내부시장의 운영을 통해 실리콘밸리형 가치창조 커뮤니티 구현

- 기업 내부에서 자금, 인력, 재능이 위계조직의 명령이 아닌 시장원리에 따

라 움직이도록 조정

ㆍ실리콘밸리의 원리를 대기업 조직내에서 구현

- 투자자, 창업사업가, 우수인력이 조직내에서 조달되고 수시로 이합집산하

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커뮤니티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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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가가가가상상상상조조조조직직직직화화화화

□ 영업이익 중시에서 사업의 상품화를 통한 M&A 등 투자이익(capital gain)

중시로 이행

- 사업을 하나의 제품으로 간주하여 사업매각을 통한 막대한 투자이익을

획득

ㆍ실리콘밸리 벤처의 80% 이상이 투자이익을 추구

□ 전략적 A&D를 통해 핵심역량까지도 시장에서 조달

-향후 자원의 소유권보다 자원의 활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더 중요

ㆍ기업 경계를 넘어선 자원의 연결과 접합이 수시로 발생

- 주요 기술 등 핵심역량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경쟁우위

를 선점

□ 고객을 전략파트너로 간주하고 고객역량활용 체제를 구축

-고객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교류기회를 마련

□ e-Marketplace 상에서 가치생태계의 최상위를 차지하는 가상기업으로 진화

- 기업 외부의 각종 역량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다같이 잘될 수 있

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 핵심기능까지 아웃소싱하고 전략중추만을 확보한 채 다양한 역량들간 결

합을 조율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

전통기업의 e-Transformation 전략 91



《《《《참참참참고고고고문문문문헌헌헌헌》》》》

동맹관계가 합병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Industry Week」(美) 2000.

6. 12

기업문화 충돌 해소 못하면 합병은 실패한다 , 「ECONOMIST」(英) 1999.

1. 9

C. K Prahalad, 「고객의 역량을 활용하는 기업경영」, HBR, 1999. 1-2.

Gary Hamel, 「대기업이 배워야 할 실리콘 밸리식 경영」, 서강하버드비즈니

스, 2000. 1-2

John Byrne(1999), Why Talent Counts, Businessweek.

Jerry Useem , 'Internet Defense Strategy: Cannibalize Yourself', Fortune,

1999. 9.6.

삼성경제연구소(1999. 12), 「선진기업의 21세기 전략」

E. Rolland(2000. 3), 「디지털기술과 신경제시대의 성공전략」

서진영(2000. 1), 「조직개혁의 새로운 형태 -하이퍼텍스트형 조직」

Kathleen M. Eisenhardt, 「시너지창출을 위한 상호진화전략」, 서강하버드비

즈니스, 2000. 5-6

헨리 민쯔버그, 「기업의 새로운 조직도: 오가니그래프」, 서강하버드비즈니스

2000. 1-2

William E. Halal, Organazational Intelligence, Knowledge Management

Review

Marcia Stepanek, Using the Net for Brainstorming, Businessweek, 1999.

삼성경제연구소, 「산업부문별 전망 및 선진 벤치마킹」, 2000. 6.

현대인재개발원, 「한국 기업의 e-비즈니스화 : 전략 및 선진 기업 사례」,

2000. 2. 9.

김철완 외(1999), 「국내 기업환경을 고려한 SCM의 전략적 도입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아이비즈넷(2000. 7), 「기업의 구매패턴을 고려한 B2B 전략이 필요하다」

오라클(1999), 「인터넷 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한 전략」, 한국 Oracle

Magazine.

이노우에 하루키(1999), 「실천 SCM 경영혁명」, 민미디어.

92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마상준, 김진영(2000. 6), 「B2B Report 보고서 : Are You Ready 2B?」,

enable 매거진.

씨아이오 커뮤니케이션(1999. 6. 15), 「Critical Issues 공급망관리 SCM :

하청업체란 인식부터 깨야 한다 」, CIO 매거진.

씨아이오 커뮤니케이션(1999. 11. 15),「SCM : 폭넓은 식견이 성공 이끈다 」,

CIO 매거진.

후쿠시마 요시아키(1999), 「SCM 경영혁명」, 21세기북스

Charles, P., and M. Mary(2000), The B2B Internet Report :

Collaborative Commerce, Morgan Stanley Dean Witter.

Hartman, A., J. Sifonis and J. Kador(2000), Net Ready, McGraw-Hill.

Patel, K. and M. McCarthy(2000), Digital Transformation, McGraw-Hill.

Roddy, David(1999), Online B2B Exchanges, Deloitte Research.

Sculley, Arthur and W. William A. Woods(1999), B2B Exchanges, ISI

Publications.

Skinner, Sarah(2000), Business to Business e-Commerce : Investment

Perspective, Durlacher Research.

전통기업의 e-Transformation 전략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