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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요약약약약

□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업의 범위나 기업간 협력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

며, 그 전략적 의의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임

- 분석의 틀로서 포터가 제시하였던 가치사슬과 가치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의 범위 및 협력을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

- ICT의 발전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서 「기업-소비자 관계」에서 고

객주도적 시장환경 조성과 기업간 거래비용의 두 가지를 설정

- 실제 기업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치사슬 및 가치시스템의 변화 사례를 분

석하고 그 유형을 가치사슬의 역류, 해체, 통합, 제거 및 삽입으로 구분

- 이상의 논의를 반영하여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개념인 디지털 가치시스템의

개념을 평가하고, 향후 기업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ⅠⅠⅠⅠ....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 포터는 각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이 연결되어 최초의 원재료공급자에

서 최종 수요자에까지 이르는 전체흐름을 가치시스템(value system)으로 정의

-개별 가치사슬들의 결합을 통하여 고객에게 최종가치가 전달되는 구조

·포터는 기업의 가치사슬을 가치시스템이라는 보다 큰 흐름의 일부로 파악

가치사슬과 가치시스템

구분 구성요소 분석대상 정의

가치
사슬

가치활동
(생산, 판매, 구매, 지원 등)

기업 내부
가치활동의 연결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내 프로세스

가치
시스템

가치사슬
(공급, 제조, 유통 업체 등)

산업ㆍ기업
간 관계

가치사슬의 연결을 통해 최종고객에게 제
공되는 가치를 창조하는 프로세스

고객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 AAAA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 BBBB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 CCCC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 DDDD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디지털 시대의 밸류시스템 (요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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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사슬 분석이 기업 내부의 시각에서 경쟁우위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라

면 가치시스템의 시각은 경쟁우위 창출의 단위를 기업간의 연계까지 확장

-미시적인 수준의 가치사슬 분석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할 우려

·가치시스템이 주어진 것이라는 전제조건 아래 개별 기업의 경쟁우위를 분

석

- 가치시스템 내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차지하거나, 최종 고객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치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사고가 가치시스템 분석에서 핵심사항

·기업간 가치사슬의 연계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자사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

로가치시스템의 변화를 시도

□ 기업은 가치사슬 간의 새로운 조합형태를 만들어 냄으로써 최종 소비자가

요구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최적의 가치시스템을 구성

-실제로 선도적인 기업은 산업화시대의 가치시스템을 디지털환경에 맞도록

재구성

-가치시스템 내에서 보다 고부가가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수

직통합형 기업에서 탈피하여 특정 기능에 집중하는 사례도 빈번

- 기업이 새로운 조합을 만들기 위한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원

하는 가치의 속성과 가치시스템에 참가하는 주체들을 연결하는 비용의

변화임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 기존의 가치시스템이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충족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면 기업은 새로운 조합을 시도

·새로운 조합의 비용: 가치사슬(기업) 간의 연계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에

따라 새로운 조합의 실현 가능성에 영향

디지털 시대의 밸류시스템 (요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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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시시시시대대대대의의의의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변변변변화화화화

개 념 도

IIIICCCCTTTT 발발발발전전전전

고고고고객객객객 주주주주도도도도형형형형 시시시시장장장장환환환환경경경경 기기기기업업업업간간간간 거거거거래래래래비비비비용용용용 감감감감소소소소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의의의의 역역역역류류류류

·제제제제품품품품ㆍㆍㆍㆍ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 다다다다양양양양화화화화

·제제제제품품품품ㆍㆍㆍㆍ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 BBBBuuuunnnnddddlllleeee화화화화

·제제제제품품품품ㆍㆍㆍㆍ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 소소소소프프프프트트트트화화화화

※ 고고고고품품품품질질질질 &&&& 적적적적정정정정가가가가격격격격

&&&& 짧짧짧짧은은은은 납납납납기기기기 추추추추구구구구

·수수수수직직직직통통통통합합합합형형형형 대대대대기기기기업업업업의의의의

강강강강점점점점 상상상상실실실실

소소소소

비비비비

자자자자

니니니니

즈즈즈즈

고고고고

도도도도

화화화화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변변변변화화화화

밸밸밸밸류류류류체체체체인인인인

및및및및

벨벨벨벨류류류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변변변변화화화화를를를를

촉촉촉촉발발발발하하하하는는는는

KKKKiiiilllllllleeeerrrr AAAApppppppp

으으으으로로로로서서서서의의의의

IIIICCCCTTTT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의의의의

삽삽삽삽입입입입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의의의의

제제제제거거거거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의의의의

통통통통합합합합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의의의의

해해해해체체체체

디지털 시대의 밸류시스템 (요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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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변변변변화화화화를를를를 유유유유발발발발하하하하는는는는 요요요요인인인인

□ 인터넷 등 ICT의 발달은 기업활동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력 행사

- 가치사슬의 전 영역에 ICT가 침투하면서 가치활동과 가치활동의 연결(기

업내부) 및 가치사슬과 가치사슬의 연결(기업간, 기업-고객간) 방식 변화

ICT 및 e-Business의 역할

원재료 조달 처리 제품 세일즈 서비스

커뮤니티

콘텐츠

거래

접속/통합

Digital

Product

Creator

고객

에이전트

Leverage

d Selling

Enabler

Leveraged

Buying

Enabler

Customer

Carer

온라인

거래

Enabler

SSSSeeeerrrrvvvviiiicccceeee AAAAggggggggrrrreeeeggggaaaattttoooorrrr

온온온온라라라라인인인인 쇼쇼쇼쇼핑핑핑핑

SSSSlllloooouuuuttttiiiioooonnnnssss IIIInnnntttteeeeggggrrrraaaattttoooorrrr

SSSSooooffffttttwwwwaaaarrrreeee PPPPrrrroooovvvviiiiddddeeeerrrr

IIIITTTT IIIInnnnffffrrrraaaa PPPPrrrroooovvvviiiiddddeeeerrrr

온온온온라라라라인인인인 구구구구매매매매

PPPPhhhhyyyyssssiiiiccccaaaallll LLLLooooggggiiiissssttttiiiiccccssss EEEEnnnnaaaabbbblllleeeerrrr

TTTTrrrraaaannnnssssaaaaccccttttiiiioooonnnn PPPPrrrroooocccceeeessssssssoooorrrr

자료: Junichi Handa, "e時代の IT Management", Diamond Harvard Business, 6~7/2000

□ 가상공간(cyber space)이 기업활동의 주요 영역 중 하나로 등장하면서 기

존의 가치사슬이나 가치시스템의 기반이 되었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완

화되기 시작

- 당초 기업내부의 효율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원기능에 머무르던 ICT

가 적은 비용으로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는 수준까지 발전

- 고객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정보중개자(infomediary)의 등장

으로 기업-소비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자 파워가 증대

4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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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M, SCM, ERP 등 가치활동간은 물론이고 가치시스템의 모든 참가자들

의 연결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단이 등장하여 기업간 거래비용 감소

- 결과적으로 ICT는 기업이 가치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

가 되는 대고객관계와 기업간 연계의 비용에 큰 영향력을 행사

가치시스템 구성을 위한 새로운 전제와 결과

IIIICCCCTTTT의의의의 경경경경영영영영 전전전전부부부부문문문문 영영영영향향향향력력력력 증증증증대대대대

고객니즈의 고도화

-소프트, 솔루션,

콘텐츠, 편의성 등

요구

기기기기업업업업간간간간 거거거거래래래래비비비비용용용용 감감감감소소소소

- 전자조달, B2B시장 형성으로 조달

및 협력업체 관리비용 감소

- SCM, ERP 등 경영지원 수단은 정

보의 전달, 분석, 감시비용을 절감

- e-mail, web, 화상회의를 통한

의사소통비용 감소

고고고고객객객객 주주주주도도도도형형형형 시시시시장장장장 환환환환경경경경

- 소비자 주권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는 완전경쟁시장으로 접근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로 상거래 주

도권이 기업측에서 고객측으로 이동

- 고객이 상품제조과정에 적극 참여

- 기업의 고객접촉 비용 감소

고고고고객객객객의의의의 원원원원하하하하는는는는 가가가가치치치치를를를를 제제제제공공공공하하하하기기기기 위위위위한한한한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재재재재편편편편 요요요요구구구구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의의의의 해해해해체체체체와와와와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 간간간간의의의의

가가가가상상상상통통통통합합합합을을을을 촉촉촉촉진진진진

수직통합형 대기업의 강점 상실

+ 기업간 협력 비용 감소

-기존 시스템 내부의 적응이 아닌

가치시스템 전체의 재구성

-가치시스템의 역류: 고객이 전략

수립에서 중심적인 위치로 이동

-가치사슬 간의 통합: 자력주의 한계로

인한 기업간 연계의 중요성 증가

-가치사슬의 제거: 특정 가치사슬의

제거를 통하여 원가를 낮추거나

소요 시간을 단축

-외부와의 거래비용 감소로 기업내부의

기능이 외부로 이탈되는 가치사슬 해체

-가치사슬의 해체는 가치사슬 간의

통합을 유발

→ 자신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특화

하면서, 나머지 기능들을 제휴를 통해

서 해결

-기업간 협력비용의 절감으로 가치사슬

간의 통합이 용이

디지털 시대의 밸류시스템 (요약) 5



- 6 -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변변변변화화화화 추추추추세세세세

□ 많은 기업이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가치시스템의 재구축을 추진중

-새로운 가치시스템의 구성은 5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

·대전제: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의 충족을 위해 가치시스템 전체를 재구성하

는 가치사슬의 ‘역류’

·방법: 가치사슬의 ‘해체’, 가치사슬 간의 ‘통합’, 특정 가치사슬의 ‘제거’및

새로운 가치사슬의 ‘삽입’

가치시스템의 변화 개념도

기존 가치 시스템내에서의 효율화 제한된 범위의 선택

전통적인 고객

고객의 가치 충족을 위한 가치시스템 재구성 정보의 발신

가치사슬

아웃소싱, 제휴

고객

가치사슬 고객

가치사슬 고객

6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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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 변화의 개념 및 사례

구분 개념 사례

가치사슬의

역류

-고객가치에서 출발하여 전체 가치시

스템을 재설계

-From Suppliers' Suppliers to

Customers' Customers를 목표로

단일 기업 차원의 최적화가 아닌 가

치시스템 전체의 최적화를 추구

-고객을 가치시스템 내부로 끌어들여

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발신하는 파트

너의 단계까지 승화

-고객입장에 선 사업재정의(IBM)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품을 생

산하는 BTO(Build To Order) 개념

(Dell의 PC주문생산)

-시스코는 CCO(Cisco Connection

Online)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24시

간 온라인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

가치사슬의

해체

-수직통합형 기업이 자사의 가치사슬

중 경쟁우위를 확실히 보유한 부문

혹은 경쟁우위 창출에 있어서 필수적

인 부분에 자원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외주화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ystem)

-3PL(3rd Party Logistics) 등장

-시스코는 핵심연구개발을 제외한 대

부분의 기능을 외주화

가치사슬간

통합

-가치사슬의 해체는 필연적으로 가치

사슬 간의 통합을 동반

-ICT를 활용하여 기업간의 신경망이

통합됨으로써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

하는 가상통합(virtual integration)

-가상통합을 통하여 기업간의 단순한

연결(connection)에서 고객가치의 극

대화를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공동체

(community)로 진화

-다양하고 고도화된 서비스ㆍ제품의

공급을 위한 전략적 제휴

-시스코의 외주생산업체를 연결하는

MCO(Manufactuting Connection

Online)

-Dell도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

급업체와 공유함으로써, 공급업체가

수요의 변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

-월마트와 P&G는 고객정보 및 물류,

재고관련 전산망을 통합 (월마트의

재고관리를 P&G가 대행)

-멀티미디어업체로의 변신을 위한 소

니의 전략적 제휴

가치사슬의

제거

-특정 가치사슬을 제거함으로써 고객

에게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달되는 시

간이나 비용을 절감

-중간상을 생략하는 등 유통단계의

압축이나 제거(disintermediation)

-Dell, 일본 P&G 등

가치사슬의

삽입

-기존 가치시스템에서는 제공되지 않

았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가

치사슬을 첨가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중간상

(value-added intermediary)

-고객의 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솔루

션을 제공하는 고객케어형사업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거나 거래를

알선하는정보중개자(Infomediary)

디지털 시대의 밸류시스템 (요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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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 ICT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가치시스템을 형성하던 원리들이 변

화하고, 새로운 환경하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치시스템이 형성되기 시작

- 현재까지는 선도적인 몇몇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모든 기업이 디

지털시대의 경쟁력 유지ㆍ발전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

□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가치시스템에 대해 ‘디

지털 가치시스템(Digital Value System)’이라는 신조어가 등장

- 논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ICT나

e-Business를 기반으로 하여 통합된 기업들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고부

가가치를 창조하는 가치시스템을 지칭

디지털 가치시스템의 유사 개념들

·Dynamic Trade (Forrester Research의 Varda Lief)

·Para-enterprises (Siebel Systems의 Tom Siebel)

·Value Cluster(IDC)

·New business echosystem (Cambridge Technology Partners의 G. Kandiah)

·Value Net (Anderson Consulting)

·Digital Value Net(D. Aldrich)

□ 디지털 가치시스템의 특징

-고객주도형(customer driven): 고객입장에서 전체 가치시스템을 재정의

-가상통합: ICT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

-가치사슬의 해체와 통합의 동시 발생: 전문화된 기업들의 네트워크로 변모

- 통합의 주도자가 존재: 현재까지 이루어진 성공적인 가치사슬 간의 통합

은 가치시스템 내의 특정 부분에 있어 강력한 경쟁우위를 가진 기업들이

선도

·super vender형: 가치사슬의 특정 부분에 있어 업계표준을 장악한 전문업

체가 막강한 교섭력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인텔, 시스코, MS 등)

8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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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접점 장악형: 강한 브랜드력이나 마케팅력을 보유한 기업이 organizor

역할 (Dell, 전통적인 모델로는 베네통, 나이키 등)

□ 연결의 단계를 넘어 공동체(community)의 단계까지 진화한 디지털 가치시

스템이 디지털시대의 경쟁우위 창출을 위해 지향해야 하는 이상형의 모델

로 등장

-가치시스템 내부의 각 가치사슬에 있어서 경쟁우위를 보유한 기업들이 공

통의 목적을 위하여 협력하는 네트워크형태

-독립된 기업들의 집합체이지만 통합 기업에 준하는 효율과 부가가치를 창

조하는 준기업(quasi-firm)

□ 그러나 디지털 가치시스템의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전제가 필요

-기업들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가치사슬의 해체 → 기업간의 연결

→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조정 메커니즘 형성」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무리없이 추진되어야 비로소 디지털 가치시스템이 형성

□ 특히 협력관계 형성 이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의 문제가

중요

-가치사슬의 해체 이후 나타나는 기업간의 연결은 환경변화에 따라 언제든

지 제휴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형 기업에 비하여 위험부담

이 증가

□ 현 시점에서 디지털 가치시스템의 보편화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존의 단절된 관계에서 신경망이 통합된 기업들의

연결로 가치시스템이 발전해 나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

- 따라서 디지털 가치시스템이 디지털환경 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임

에는 틀림없으나, 모든 산업에서 연결을 넘어서서 공동체 단계까지 진화

된 디지털 가치시스템의 등장여부는 아직 미지수

디지털 시대의 밸류시스템 (요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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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변변변변화화화화와와와와 기기기기업업업업전전전전략략략략

1111....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변변변변화화화화의의의의 시시시시사사사사점점점점

고고고고객객객객가가가가치치치치에에에에서서서서 출출출출발발발발하하하하는는는는 대대대대설설설설계계계계((((ggggrrrraaaannnndddd ddddeeeessssiiiiggggnnnn))))가가가가 출출출출발발발발점점점점

□ 가치시스템 재설계의 출발점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를 선

택하는 가치사슬의 역류에 있음

- 기업이 최종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이 가치시스템 재구성의 출발점

가가가가치치치치창창창창조조조조의의의의 단단단단위위위위가가가가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에에에에서서서서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으으으으로로로로

□ 가치의 창조와 경쟁우위의 창출을 위한 분석단위가 기업(nod)에서 기업간

관계(connection, community)로 확대

- 가치시스템 내에 참가하는 다양한 참가자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경쟁우위

력을 창조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이 확대

·디지털 환경 하에서는 기업간 관계(relationship)가 새로운 경쟁우위의 원

천으로 등장

·기업간 제휴의 형성 및 유지 능력이 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중요한 요건

경경경경쟁쟁쟁쟁과과과과 협협협협력력력력의의의의 공공공공존존존존

□ 가치의 창조라는 측면에서는 상호 협력하는 기업일지라도 수익의 분배에

있어서는 경쟁관계

- 가치시스템 내부에서 누가 더 많은 수익을 차지(capture)하는가를 놓고

경쟁

10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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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시스템 내부에서 교섭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장악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스템 내부에서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조건

-가치사슬의 역류현상에 따라 부가가치의 중심이 고객과 거리가 가까운 쪽

으로 이동하고, 고객케어형 기업이 차지하는 수익이 증가될 가능성

→ 이들이 고객접점을 장악하고 제조 및 유통업체들을 조직화

2222....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시시시시대대대대의의의의 전전전전략략략략 수수수수립립립립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제제제제언언언언

□ 기업의 범위와 기업간의결합양상의 변화로 나타나는 가치시스템의 변화는

기업전략의 각 단계에 있어 관점 변화를 요구

-「비전 설정 → 사업영역(domain) 결정 → 비즈니스모델 선택 → 경영시스

템 구축」의 각 단계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 필요

가치시스템의 변화를 감안한 전략 수립 방향

고객가치를 위한
재설계

고객가치를 위한
재설계

가치창조 단위의
변화

가치창조 단위의
변화

경쟁과 협력의
공존

경쟁과 협력의
공존

미        션미        션 사업영역사업영역 비즈니스 모델비즈니스 모델 경영 시스템경영 시스템

고객정보활용
인프라 구축

효과적 
지배구조 구축

핵심역량 집중

Net-Competence
경영경영경영경영

네트워크형네트워크형네트워크형네트워크형
비즈니스모델비즈니스모델비즈니스모델비즈니스모델  

경영시스템의경영시스템의경영시스템의경영시스템의
디지털화디지털화디지털화디지털화

가치제안가치제안가치제안가치제안
재정립재정립재정립재정립

재정립

가치 창조형
ICT

가치시스템의
최적화

전략적 제휴,
아웃소싱

비      전

가치제안

디지털 시대의 밸류시스템 (요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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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1111....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과과과과 경경경경쟁쟁쟁쟁우우우우위위위위

□ 가치사슬(value chain)은 마이클 포터(Michale Porter)가 기업의 경쟁우위

분석을 위하여 도입한 개념

- 기업이 부가가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몇가지의 가치활동으로 분리하고

각 활동이 경쟁우위의 창출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하기 위한 틀

- 가치활동은 고객이 가치를 느끼는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구성요소

·가치활동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활동과 상이한 경제원리를 가

지며, 경쟁우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 함

-각 가치활동이 연결되어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

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가치사슬이라 명명

·각 가치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이 다른 가치활동에 영향을 미침

일반적인 제조기업의 가치사슬

투입물류 운영 산출물류 마케팅과

판매

서비스

기업하부구조(일반관리, 기획, 재무, 회계 등)

인적자원 관리(채용, 교육, 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

기술개발

획득(원자재를 포함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적자원의 구매)

이이이이

윤윤윤윤

이이이이

윤윤윤윤

본본본본원원원원적적적적 활활활활동동동동

지지지지원원원원

활활활활동동동동

자료: M. Porter, Competitve Advantage, 1985

디지털 시대의 밸류시스템 (요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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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으으으으로로로로의의의의 확확확확장장장장

□ 포터는 각 기업의 가치사슬이 연결되어 최초의 원재료공급자에서 최종 고

객에까지 이르는 전체 흐름을 가치시스템으로 정의

-개별 가치사슬들의 결합을 통하여 고객에게 최종가치가 전달되는 구조

·포터는 기업의 가치사슬을 가치시스템이라는 보다 큰 흐름의 일부로 파악

-기업은 타기업과의 연결을 가장 적합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각 기업은 수직적, 수평적인 연계를 통해 가치시스템을 구성하여 경쟁우위

의 원천을 창조할 수 있음

▷ 수직적인 연계:「공급업체~제조업체~유통업체」로 연결되는 전통적인

연계

▷ 수평적인 연계: 고객가치의 제고를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합

전통적인 제조업의 가치시스템

공급업체

가치사슬

제조업체

가치사슬

유통업체

가치사슬

구매자

가치사슬

자료: 전게서

□ 가치시스템을 최종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 내

기 위한 기업간의 연계구조를 의미

-기업은 특정시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

□ 가치시스템 내에서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따라 각 기

업이 포착할 수 있는 사업기회나 부가가치에 차이

- 내부 지향적인 가치사슬 분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해당 기업이 벌이고

있는 사업이 가치시스템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마 만큼의 부가가치

를 창조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

14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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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사슬 분석이 기업 내부의 시각에서 경쟁우위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라

면 가치시스템의 시각은 경쟁우위 창출의 단위를 기업간의 연계까지 확장

-미시적인 수준의 가치사슬 분석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할 우려

·가치시스템이 주어진 것이라는 전제조건 아래 개별 기업의 경쟁우위를 분

석

- 가치시스템 내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차지하거나, 최종 고객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치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사고가 가치시스템 분석에서 핵심사항

·기업간 가치사슬의 연계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자사에 보다 유리한 방향

으로 가치시스템의 변화를 시도

□ 기업은 가치사슬 간의 새로운 조합형태를 만들어 냄으로써 최종 소비자가

요구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최적의 가치시스템을 구성

- 기존의 가치시스템 내에서 특정 가치사슬의 제거, 새로운 가치사슬의 삽

입 등을 통하여 새로운 조합을 창조하는 것이 가능

가치사슬의 제거와 삽입 사례

·Dell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통업체 가치사슬을 제거하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싼 가격에 소비자가 원하는 사양의 PC를 제공

·정보중개자(infomediary)는 인터넷환경 조성 이후 등장한 생산자와 공급자

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가치사슬

- 기업이 새로운 조합을 만들기 위한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원

하는 가치의 속성과 가치시스템에 참가하는 주체들간을 연결하는 비용의

변화임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 기존의 가치시스템이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충족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면 기업은 새로운 조합을 시도

·새로운 조합의 비용: 가치사슬(기업) 간의 연계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에

따라 새로운 조합의 실현 가능성에 영향

디지털 시대의 밸류시스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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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시시시시대대대대의의의의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변변변변화화화화

디지털 시대 도래에 따른 가치시스템의 변화

IIIICCCCTTTT 발발발발전전전전

고고고고객객객객 주주주주도도도도형형형형 시시시시장장장장환환환환경경경경 기기기기업업업업간간간간 거거거거래래래래비비비비용용용용 감감감감소소소소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의의의의 역역역역류류류류

·제제제제품품품품ㆍㆍㆍㆍ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 다다다다양양양양화화화화

·제제제제품품품품ㆍㆍㆍㆍ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 BBBBuuuunnnnddddlllleeee화화화화

·제제제제품품품품ㆍㆍㆍㆍ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 소소소소프프프프트트트트화화화화

※ 고고고고품품품품질질질질 &&&& 적적적적정정정정가가가가격격격격

&&&& 짧짧짧짧은은은은 납납납납기기기기 추추추추구구구구

·수수수수직직직직통통통통합합합합형형형형 대대대대기기기기업업업업의의의의

강강강강점점점점 상상상상실실실실

소소소소

비비비비

자자자자

니니니니

즈즈즈즈

고고고고

도도도도

화화화화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변변변변화화화화

밸밸밸밸류류류류체체체체인인인인

및및및및

벨벨벨벨류류류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변변변변화화화화를를를를

촉촉촉촉발발발발하하하하는는는는

KKKKiiiilllllllleeeerrrr AAAApppppppp

으으으으로로로로서서서서의의의의

IIIICCCCTTTT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의의의의

삽삽삽삽입입입입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의의의의

제제제제거거거거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의의의의

통통통통합합합합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의의의의

해해해해체체체체

16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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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변변변변화화화화를를를를 유유유유발발발발하하하하는는는는 요요요요인인인인

TTTTrrrraaaannnnssssffffoooorrrrmmmmeeeerrrr로로로로서서서서의의의의 IIIICCCCTTTT

□ 인터넷을 포함한 ICT의 발달은 기업 내부의 가치사슬은 물론 기업~기업간

관계, 기업~고객간 관계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

- 아래 그림에서처럼 가치사슬의 전 영역에 ICT가 침투하면서 가치활동과

가치활동의 연결(기업 내부) 및 가치사슬과 가치사슬의 연결(기업간, 기

업~고객간) 방식에 변화 발생

→ 정보 획득ㆍ접속ㆍ분석 비용의 획기적인 감소로 인해 소비자-공급자

간의 파워구조가 변화하여 소비자 주도형 시장환경이 조성되고 기업간

거래 비용이 감소

ICT 및 e-Business의 역할

원재료 조달 처리 제품 세일즈 서비스

커뮤니티

콘텐츠

거래

접속/통합

Digital

Product

Creator

고객

에이전트

Leverage

d Selling

Enabler

Leveraged

Buying

Enabler

Customer

Carer

온라인

거래

Enabler

SSSSeeeerrrrvvvviiiicccceeee AAAAggggggggrrrreeeeggggaaaattttoooorrrr

온온온온라라라라인인인인 쇼쇼쇼쇼핑핑핑핑

SSSSlllloooouuuuttttiiiioooonnnnssss IIIInnnntttteeeeggggrrrraaaattttoooorrrr

SSSSooooffffttttwwwwaaaarrrreeee PPPPrrrroooovvvviiiiddddeeeerrrr

IIIITTTT IIIInnnnffffrrrraaaa PPPPrrrroooovvvviiiiddddeeeerrrr

온온온온라라라라인인인인 구구구구매매매매

PPPPhhhhyyyyssssiiiiccccaaaallll LLLLooooggggiiiissssttttiiiiccccssss EEEEnnnnaaaabbbblllleeeerrrr

TTTTrrrraaaannnnssssaaaaccccttttiiiioooonnnn PPPPrrrroooocccceeeessssssssoooorrrr

자료: Junichi Handa, "e時代の IT Management", Diamond Harvard Business, 6~7/2000

디지털 시대의 밸류시스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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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ICT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가상공간이 기업활동의 주

요 영역 중 하나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가치사슬이나 가치시스템의 기반이

되었던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완화되기 시작

- 당초 기업내부의 효율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원기능에 머무르던 ICT

가 적은 비용으로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는 수준까지 발전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정보중개자의 등장으로 기업-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자 파워가 증대

- CRM, SCM, ERP 등 가치활동간은 물론이고 가치시스템의 모든 참가자들

을 연결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단이 등장하여 기업간 거래비용 감소

- 결과적으로 ICT는 기업이 가치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

가 되는 대고객관계와 기업간 연계의 비용에 큰 영향력을 행사

①①①① 고고고고객객객객 주주주주도도도도형형형형((((ccccuuuussssttttoooommmmeeeerrrr ddddrrrriiiivvvveeeennnn)))) 시시시시장장장장 환환환환경경경경

②②②② 기기기기업업업업간간간간 거거거거래래래래비비비비용용용용((((ttttrrrraaaannnnssssaaaaccccttttiiiioooonnnn ccccoooosssstttt)))) 감감감감소소소소

【【【【 변변변변화화화화된된된된 환환환환경경경경 ⇒⇒⇒⇒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구구구구성성성성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새새새새로로로로운운운운 전전전전제제제제 】】】】

고고고고객객객객 주주주주도도도도형형형형((((ccccuuuussssttttoooommmmeeeerrrr ddddrrrriiiivvvveeeennnn)))) 시시시시장장장장 환환환환경경경경

□ 가상공간의 출현으로 시장의 개념이 변화

- 시장 자체가 현실공간의 시장이 아니라 가상공간으로 이동하며, 시장을

둘러싼 주체들의 파워게임에도 지대한 영향을 초래

-이러한 변화에서 시장 주도권은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급격히 이동

□ 소비자 주권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는 완전경쟁시장으로 접근

- ICT는 고객에게 전례가 없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권력이동이 발생

18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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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는 소비자간 활발한 정보의 교류로 인해 공급자가 보유한 정

보를 대부분 파악

·네트워크 특성을 이용한 수요자들의 연결됨으로써(networked customer)

소비자 파워는 더욱 증대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로 상거래 주도권이 기업측에서 고객측으로 이동

- 쇼핑 에이전트, 가격비교 사이트, 역경매, 고객 carer 등 다양한 형태로

고객의 구매를 지원하는 정보중개자가 등장

- 낮은 비용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비교가 가능함에 따라 고객은 다수의 선

택대안을 가짐으로써 구매력(buying power)은 더욱 증가

인터넷에 의한 상거래 개념 변화

기존 상거래 인터넷 거래

마 케 팅 개 념 기업에서 고객으로 고객이 기업으로

경 쟁 우 위 브랜드 자산 고객 정보

자료: 김기흥, 「인터넷 시대의 마케팅」, 1999

□ 고객이 상품 제조과정에 적극 참여

- 과거에는 기업이 만든 상품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춘 제품이라면 고객

은 이를 수용하는 상품의 수용자(product taker)

·산업경제 하에서 제품관련 정보의 획득 및 분석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고

객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선택에 만족

- 디지털 시대의 고객은 다양한 니즈와 소비 취향을 가상공간에서 쇼핑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하기를 희망

·가상공간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양을 주문하고, 이를 제조회사가 만들어 공

급하는 방식으로 소비가 변화

디지털 시대의 밸류시스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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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역시 ICT의 발달로 고객접촉 비용이 감소하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치를 파악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ICT기술과 고객접촉 비용의 감소

高

低

고

객

접

촉

비

용

자동화 대면접촉고객접촉 유형

대면 접촉

전화 제품지원서비스

텔레마케팅

FAX/편지

전화

Direct Mail

Self Service 인터넷

자료: Anderson Consulting, "eStrategy Market Offering and eCommerce Strategy",

e-비즈니스 글로벌 서밋 2000 발표자료, 2000. 4.

□ 고객의 니즈도 더욱 고도화

-물질적인 풍요 및 정보의 범람 속에서 가격과 품질 조건의 충족은 기본이

고 구매소요 시간의 단축, 토털 솔루션의 요구, 자신의 취향에 맞는 맞춤

화, 편의성 등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를 요구

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변화

시간/컨텐츠

브랜드 브랜드

품질 품질 품질

가격 가격 가격 가격

소
비
자
가
치
명
제

시간50년대

자료: Douglas Aldrich, Mastering the Digital Marketplac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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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주도형 시장환경의 형성은 전통적 가치시스템을 재고하는 유인으로

작용

-기존 가치시스템 내부에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시스

템을 구성하는 각 가치사슬의 제거나 새로운 결합을 통하여 고객가치를

새롭게 구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기업이 등장

- 가치시스템의 역류: 고객이 사업 우선순위 설정 및 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로 이동

·최종 고객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재정의하여 고객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

-가치사슬 간의 통합: 자력주의의 한계로 인한 기업간 연계의 중요성 증가

·적정한 가격과 품질은 물론이고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산, 개발, 유통, 고객접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핵심역량 보유가 요구

되나,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모든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

- 가치사슬의 제거: 특정 가치사슬의 제거를 통하여 원가를 낮추거나 고객

에게 제품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 가치사슬 제

거의 유인 작용

□ 이상의 가치시스템의 재고 방향은 과거부터 기업이 지향해 온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이상형

- 고객 주도형 시장환경의 대두는 이러한 이상형의 실현을 위한 유인으로

작용하나, 실현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님

- 소비자 주도형 시장환경이 고객측에서 유인을 제공한다면, 다음에서 제시

되는 거래비용의 감소는 가치시스템의 재구성을 위한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

디지털 시대의 밸류시스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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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거거거래래래래비비비비용용용용의의의의 감감감감소소소소

□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개념은 1930년대 코우즈(R. Coase)에 의해

제시된 이후 기업조직의 생성과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 개념으로 등장

-독립된 기업간에 시장을 통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즉 거

래비용이 기업 내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데 드는 관리비용보다 큰 경

우 기업은 해당 기능을 내재화한다는 논리

·거래비용과 관리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기업의 경계가 결정

-거래비용은 거래 상대방의 발견, 평가, 계약 수립 및 계약 수립 이후의 이

행을 감시하고 계약을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

·거래비용의 상당부분이 정보의 탐색, 분석과 관련되는 비용

- 20세기 초반 이후 등장한 거대규모의 통합기업들은 높은 거래비용을 회피

하기 위해 시장을 통한 거래를 기업 내부로 끌어 들인 형태

→ 가치사슬의 내부화를 통한 수직통합형 거대기업이 생성

거래비용의 출발점: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적 행동

·정보의 완전성을 전제로 한 교과서적인 경제학의 세계와는 달리 현실에서

거래를 행하는 기업들은 환경이나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

지고 있지 못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동

·따라서 어떠한 계약도 완전할 수는 없으며, 계약자 간에는 계약의 기본원칙

을 준수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

주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존재

·따라서 시장을 통한 거래의 지속을 위해서는 조정(coordination)비용과 동

기부여(motivation) 비용이 필요하며, 이들 비용이 과다해지면 기업은 시

장을 통한 거래를 포기하고 해당 기능을 기업 내부에서 행하게 됨

22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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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의 발전으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

-기업간의 정보교환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거래비용 중 많은 부

분을 차지하는 정보비용이 크게 감소

-거래비용 감소의 예

·전자조달이나 B2B시장의 형성으로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위한 탐색비용 감

소

·SCM, ERP 등 경영지원 솔루션을 이용한 기업 간의 전자적인 연결은 정보

의 전달, 분석 및 감시비용의 감소를 유발

·일상적 의사소통비용 비용 역시 e-mail, web, 화상회의 등을 통해 절감

가능

ICT 발전에 따른 거래 소요시간의 단축 사례

정보 검색 시간

(고이율 CD 검색 시간)

조정

(재고물품의 재주문)

모니터링

(자산 포트폴리오 업데이팅)

전화 25분 편지 3.7분 신문 5.1분

인터넷
10분

(-60%)
이메일

1.6분

(-57%)
인터넷

1.8분

(-65%)

Agent를 이용

한 인터넷

1분

(-90%)
EDI

0.3분

(-81%)

자료: "A revolution in interaction", The McKinsey Quarterly, 1997 #1.

거래비용의 축소 사례
(달러)

은행거래 여행 예약 증권거래 잡화 주문

지점방문 1.07 여행사 10 중개인 150 전화 9.00

ATM 0.27 온라인 2 할인 69 인터넷 0.03

인터넷 0.01 eTrade 10

자료: Anderson Consulting, "eStrategy Market Offering and eCommerce Strategy",

e-비즈니스 글로벌 서밋 2000 발표자료, 20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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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비용의 감소에 따라 전통적인 수직통합형 대기업이 분해

- 시장에서의 거래 유발비용 감소로 인해 기업 내부로 편입된 기능들이 기

업 외부로 이탈되는 가치가슬의 해체 발생

□ 맥킨지(McKinsey)의 컨설턴트인 Hagel Ⅲ와 Singer는 unbundling 개념을

주창

- 통합된 대기업의 내부에는 경제 원리가 상이한 세 가지 기능이 혼재: 제

품혁신, 고객관계관리, 인프라관리 기능

·거래비용 문제로 상이한 속성의 기능들을 통합할 수밖에 없었음

- 문제는 세 기능이 추구하는 상이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따라서 이들이 동일 기업 내에 혼재하는 경우 우월한 한가지 기능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의 강점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 (역량의 평준

화)

- ICT 발전으로 각 기능에 특화된 전문형 기업이 대두하고 전통적인 통합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

·거래비용이 감소하면서, 서로 속성이 다른 기능들을 분리하면서도 이들간

의 효과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됨

통합형 대기업 내부의 세가지 기능

기 능
제품 혁신

(Product Innovation)

고객관계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GT.)

인프라 관리

(Infrastructure MGT.)

역 할
매력적인 제품ㆍ서비스

를 개발, 상업화

고객을 정의하고, 유인하

고, 관계를 구축

생산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

고 관리

경제원리

스피드가 중요:

시장 선입이 수익과

시장점유의 원천

범위의 경제가 중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제일 과제

규모의 경제가 중요: 높은

고정비용으로 인해 일정 규

모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

문 화
종업원 중심적:

창조적인 스타의 육성

서비스 지향적:

고객 제일 주의

비용 중심적: 규격화, 예측

가능성, 효율 중시

자료: John Hagel Ⅲ & Mark Singer, "Unbundling the Corporation", HBR, 3-4/1999

□ 가치사슬의 해체는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간 연결의 중요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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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업들은 자신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특화하면서, 나머지 기능들을

제휴를 통해서 해결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와 같은 위탁생산업 등장

·물류기능을 완전히 외부로 위탁하는 3PL(3rd Party Logistics) 등

- 가치사슬의 해체를 촉발시킨 거래비용의 감소는 역으로 기업간 협력비용

을 절감시켜 가치사슬 간의 통합을 용이하게 만듬

·기업간 정보 공유를 위한 비용이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큼

기업간 협력비용의 절감: Dell의 사례

·Dell은 고객정보, 판매 및 주문현황, 재고정보 등을 인터넷을 활용하여 제

휴업체와 공유

·공급업체는 Dell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없더라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하여 자사의 생산, 납품계획을 수정

→ 마더보드를 만드는 SCI시스템의 경우 Dell의 판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 수요가 많은 타입의 마더보드의 생산을 확대

자료: Victoria Griffith, Dell ComputerのSCM, e-Business 勝者の戰略, 2000

□ 결과적으로 거래비용의 감소는 가치사슬의 해체와 가치사슬 간의 통합이라

는 형태로 가치시스템에 영향을 미침

- 경쟁우위의 창출 단위가 개별기업(가치사슬)에서 기업간의 연합으로 변화

→ 독립된 기업들의 연합체이지만,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하여 신경망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네트워크형 준

기업(quasi-firm)이 등장

- 시장을 통한 일과성 거래나 계약에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의 속성을 지니

는 기업간의 협력(collaboration) 체제

·ICT는 다자간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효과적 의사소통과 프로세스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

디지털 시대의 밸류시스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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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변변변변화화화화 추추추추세세세세

□ ICT가 가치시스템의 변화를 유발하는 킬러 앱(Killer Application)으로 등장

- 기업내의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가치활동간의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

털 네트워크의 형성이 가치사슬의 해체와 통합을 통해 전체 가치시스템

을 재구성하는 구조변화를 유발

- 가치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 내부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기능으

로 도입된 ICT가 가치시스템의 변화를 유발시켜 가치를 창조함을 의미

ICT의 파급 효과

비용 부가가치

비용 부가가치

ICT 인프라

비용절감

가치사슬의 해체, 통합 등

가치시스템의 변화를 통한

가치의 증가분

□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가치시스템의 재구축을 통해 새로운 경쟁우위를 창출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

-새로운 가치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

·대전제: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의 충족을 위해 가치시스템 전체를 재구성하

는 가치시스템의 ‘역류’

·방법: 가치사슬의 ‘해체’, 가치사슬 간의 ‘통합’, 특정 가치사슬의 ‘제거’및

새로운 가치사슬의 ‘삽입’

※※※※ 가가가가치치치치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재재재재구구구구성성성성 ====역역역역류류류류 ×××× ((((해해해해체체체체,,,, 통통통통합합합합,,,, 제제제제거거거거,,,, 삽삽삽삽입입입입))))

26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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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시스템의 변화 추세

기존 가치 시스템내에서의 효율화 제한된 범위의 선택

전통적인 고객

고객의 가치 충족을 위한 가치시스템 재구성 정보의 발신

가치사슬

아웃소싱, 제휴

고객

가치사슬 고객

가치사슬 고객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의의의의 역역역역류류류류

□ 가치시스템 변화의 출발점은 가치사슬의 역류

-고객가치에서 출발하여 전체 가치시스템을 재설계

→ 고객의 입장에서 재정의된 가치사슬의 흐름이 연결되어 고객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창조

디지털 시대의 밸류시스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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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에 기반을 둔 Grand Design

·고객의 니즈로부터 상품의 컨셉트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다른 프로세스가

결정되는 구조

□ IBM의 부활의 원점은 고객의 입장에서 선 사업의 재정의

-고객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하드웨어의 공급이 아니라 자사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산 솔루션의 제공에 있음을 중시

→ 거스너 회장은 IBM의 사업을 ‘solution business’로 재정의하고 모든

개혁의 원점으로 삼음 (현재는 솔루션 부문이 20% 이상)

IBM의 사업영역 재정립

고객

영업

하드웨어

SE

컨설팅

........

A/S

하드웨어 중심 영업

하드판매를 위한 지원

솔솔솔솔루루루루션션션션의의의의

일일일일부부부부로로로로서서서서의의의의 하하하하드드드드

고객

영업

컨설팅(솔루션)

S

E

하

드

A

S

.

.

자료: 福島美明, 「Net Business Modelの經營」, 2000

□ 부분 최적화가 아닌 전체 최적화를 지향

-‘From Suppliers' Suppliers to Customers' Customers’를 목표로 하여 단

일 기업 차원의 최적화가 아닌 가치시스템 전체의 최적화를 추구

□ 고객을 가치시스템의 내부로 편입

- 고객을 가치시스템 내부로 끌어들여서 제공된 제품의 단순수용자가 아니

28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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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극적으로 정보를 발신하는 파트너의 단계까지 승화

- CRM 등 고객 니즈의 반영을 가능케 하는 ICT 솔루션을 활용하여 고객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요구와 관련된 정보를 발신하는 구조

-고객이 발신한 정보가 가치시스템 내의 하류에서 상류까지 실시간으로 공

유되는 시스템을 구축

→ 고객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제일조건은 정보의 공유

□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BTO(Build To Order) 개념 등장

- Dell은 전화를 통한 PC의 직접 판매에서 출발하여 인터넷을 통해 고객이

직접 자신의 PC의 사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고객 정보를 외부 부품 및 생산위탁업체와 공유하여 BTO 체제 구축

-고객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참가의 유인 제고

·Dell의 경우 주요 법인고객별로 1만9천개의 premium page를 개설하여 제

품 및 서비스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고객기업의 구매비용 절감에 기여

→ 프리미엄 페이지를 이용하여 PC구매 담당자를 75% 줄인 기업도 있음

Dell의 BTO 체제

Service

고객주문

OP

PC 부품제조기업PC 부품제조기업

OL

모니터제조기업모니터제조기업 물류회사물류회사

델델델델

OP OL OL

IL OP S&M

주: S&M(Sales & Marketing), IL(Inbound Logistics), OP(Operation), OL(Outbound

Logistics),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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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코는 CCO(Cisco Connection Online)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24시간 온

라인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

- 전세계 15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웹 상에서 발주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

·매출의 80%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생

- 고객은 자신에게 맞는 판매업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사양

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비교하는 것이 가능(원 스톱 쇼핑)

·고객이 선택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이 적합치 않은 경우 자동 경

보

CCO의 기능

구 분 기 능 내 용

구입 전

제품 조합의 체크

가격정보

납기회답

제품조합을 체크하고 가능한 후보를 제시

최신 제품정보를 제품시리즈별로 검색

제품의 현재 납기를 표시

구입 Order 제품의 구입 처리

구입 후

Order Status

Invoice

고객정보

온라인 주문 이력

주문의 처리과정, 현재의 상황을 표시

회계정보를 표시

고객정보의 확인 및 갱신

과거의 온라인 주문 리스트를 제시

보증 및

서비스

서비스 내용

서비스 의뢰, 부품 발주

업그레이드

각종 통보

지불 처리

정보처리 스테이터스

결제정보

각종 서비스의 내용을 제시

서비스의 의뢰, 부품 카탈로그상의 부품 발주

업그레이드 주문

수주확인, 가격변경, 인보이스 등 정보 제공

Credit 지불 수행

Credit 지불의 상태를 확인

지불방법의 변경 가능

자료: 福島美明, 「Net Business Modelの經營」,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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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의의의의 해해해해체체체체

□ 가치사슬의 해체는 수직통합형 기업이 자사의 가치사슬 중 경쟁우위를 확

실히 보유한 부문 혹은 경쟁우위 창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에 자원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외주화하는 것을 의미

-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의 가치활동을 모두 자사 내에서

처리하던 과거의 가치사슬에서 탈피

→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업에게 특정 기능을 위탁

- 기업 내 가치사슬을 기업 외부로 분리(unbundlingㆍoutsourcing)하거나

전문형 기업이 등장

□ 전자산업의 경우 과거 핵심기능 중 하나였던 생산기능의 외부화가 진행된

결과,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ystem)산업이 대두

-전자업체들은 제품개발 및 마케팅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생산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경향

- 효율적인 생산능력을 무기로 첨단 전자업체들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위탁

생산하는 EMS가 해체된 가치사슬을 대체

·일부 업체들은 위탁기업의 생산설비를 인수

→ 솔렉트론(알카텔 통신시스템, 기판공장), 셀레스티카(IBM 미네소타공장)

- 이들은 단순한 생산위탁 뿐 아니라 부품의 조달, 제품 수리 등 생산과 관

련된 Total Service 제공업체로 변신 노력 중

디지털 시대의 밸류시스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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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EMS 업체 개요

사명
99년 매출
(억달러)

99년 순이익
(백만달러)

주요 위탁사

솔렉트론 84 294
시스코, IBM, 루슨트테크놀로지,

알카텍, 컴팩

SCI 시스템 67 138 컴팩, 휴렛패커드, 델, 노키아

셀렉스티카 53 68
시스코, 루슨트테크놀로지, 선마이크

로시스템즈, IBM

플렉스트로닉스 30 85 에릭슨, 필립스, 시스코, 모토롤라

자빌 서키트 22 94
시스코, 휴렛패커드, 델, 루슨트테크놀

로지, 게이트웨이

자료: 일본경제신문, 2000. 6.6.

□ 3PL(3rd Party Logistics)의 등장

-물류기능의 완전한 아웃소싱을 가능케 하는 수탁형 전문 물류업체의 등장

-진일보하여 제품의 수송 뿐 아니라 제조업체의 생산계획에 연동하여 원재

료를 조달하고 자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공급업무를 전담

→ 물류정보, 물리적인 배송망, 물류관련 컨설팅을 종합한 4PL(4th Party

Logistics)

□ 가치사슬의 해체와 핵심역량 집중의 대표적 사례가 시스코

- 시스코는 전체 생산물량의 80%를 EMS를 활용,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IT업무, 연구개발 및 물류 기능까지 외부기업을 활용

32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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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의 가치사슬 해체

Service
OP

OL

S&M

IL

IT Infrastructure

이벤트이벤트이벤트이벤트, 출장출장출장출장, 회계회계회계회계 시스코 코리아의 경우
임금이 영화회계법인으로부터 입금

오라클이 전시스템을 관리

R&D
핵심만 내부개발, 공동개발 활용
판매요원은 내부, 홍보/고객조사는 외부
온라인 서비스는 내부서비스, 기타는 외부

시스코시스코시스코시스코

외부기업외부기업외부기업외부기업

물류는 FedEx

시제품 생산과 검수만을 내부에서 실행외부기업외부기업외부기업외부기업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가치사슬 해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PC산업에서 나타난 전문기업의

등장

- 과거 IBM 등 거대기업들이 주요 부품생산 및 제조, 유통 등을 자력으로 처

리하던 구조에서 부품별, 기능별로 특화되는 형태로 가치사슬이 해체

-각 영역에 특화된 기업에 의해 네트워크형의 가치시스템 생성

PC산업의 가치사슬 해체와 재구성

Microprocessors
,  integrated

circuits, memory
chips

Computers Operating
systems

Applications
software

Marketing,
sales, and

distribution

현재현재현재현재
Intel

Motorola

AMD

Cyrix

Compaq

Dell

Apple

Packard Bell

IBM

DOS and
Windows

UNIX

Mac OS

OS/2

Microsoft Office

WordPerfect

Others

Retail

Superstores

On-line

Mail order
NeXt

IBM , DEC (한 기업이 부품에서 S/W, 마케팅까지 모두 담당)

과거과거과거과거

분화분화분화분화분화분화분화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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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직원수 15명의 미니 보험회사인 GeneraLife는 기존 보험업체의 가치사

슬을 완전히 해체하여 본사에서는 기획업무만 담당

- 1995년 설립된 세계최초의 사이버 보험사로서 GenAmerica(상호생명보험

회사) 산하의 General American Life의 자회사

·취급상품 : 정기보험, 유니버설보험, 연금보험 등

- 인터넷을 이용한 고객서비스 강화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보험청약 등 주

요업무를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본사에서는 기획업무만 담당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의의의의 통통통통합합합합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의의의의 통통통통합합합합 유유유유형형형형과과과과 가가가가치치치치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진진진진화화화화

□ 가치시스템은「점(node) → 연결(connection) → 공동체(community)」의

단계에 따라 구분 가능

- 점 단계: 가치사슬(기업) 간에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약이

나 일시적 거래에 의하여 재화만이 이동

- 연결 단계: 가치사슬간에 정보의 공유를 위한 연결이 이루어지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함이 없이 각각의 이익을 추구

- 공동체 단계: 연결 단계에서 진일보하여 정보의 공유는 물론이고 고객 가

치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상호협력

디지털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유형 및 발전단계

□ node → connection → community

- node: 전통 아날로그 기업의 수익 기반

- connection: 전통기업이 인터넷·디지털화로 기초적으로 연결성

- community: connectioin 단계에서 고객·공급자 커뮤니티의 개념이 추가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전통기업의 디지털 스위치전략”, 20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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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사슬의 해체를 통해 가치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기업들은 가치사슬(기

업) 간의 통합단계를 공동체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

-가치시스템에 참가하는 모든 기업들이 최종고객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

록 고객정보를 가치시스템의 하류에서 상류까지 신속히 전파ㆍ확산

·단시간에 많은 파트너와 동시다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파트너들이 공

동의 가치를 추구하게 만드는 고도의 관리 능력 필요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의의의의 해해해해체체체체에에에에 동동동동반반반반하하하하는는는는 가가가가상상상상통통통통합합합합

□ 가치사슬의 해체는 필연적으로 가치사슬 간의 통합을 동반

- 가상통합(virtual integration)은 ICT를 활용하여 기업간의 신경망이 통합

됨으로써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

- 가상통합을 통하여 가치시스템은 기업간의 단순한 연결(connection)에서

고객 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공동체(community)로 진화

정보의 공유를 통한 가치시스템의 진화

Nod단계

고객 소매업체 제조업체 공급업체

Comminity 단계

고객 제조업체 공급업체소매업체

Connection 단계

고객 소매업체 제조업체 공급업체

자료: Kalakota & Robinson,「e-Business; Roadmap for Success」, 2000, p.256을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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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의 해체 및 통합에 따른 가치시스템의 변화

- 가치사슬의 동시적인 해체와 통합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자매회사군이 탄생

- 이들은 제각기 가치사슬의 연결고리에 따라 전문화되어 있고 기술적인 혁신에

개방적이며 최종고객의 니즈 충족에 초점을 두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요구에 대

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

- 기업과 가치사슬은 역동적으로 확장된 기업을 넘어서 유연한 전문화 공동체로

탈바꿈하고 있음

자료: Joseph Pine, Mass Customization, 1993

□ 시스코 사례

- 생산물량의 80%를 외부 위탁하는 시스코는 공급업체들을 연결하는 MCO

(Manufactuting Connection Online)를 통하여 기업 내부에서의 제조활

동을 능가하는 효율성을 달성

- 공급업체들과 시스코본사, 고객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주

문이 공급업체로 직접 전달되고 배달이 이루어짐

□ Dell 사례

- Dell도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급업체와 공유함으로써, 공급업체가

수요의 변동상황을 실시간 파악 가능

- Dell은 마케팅, 최종 조립 및 배달에만 특화

→‘Dell is not a PC manufacturer, it is a PC assembler’

- 부품제조업체인 SCI시스템즈(기판제조업체)는 Dell로부터 공식적인 요청

이 없더라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종의 생산능력을 조정

□ 월마트와 P&G 사례

-월마트와 P&G는 고객정보 및 물류, 재고 관련 전산망을 통합하여 월마트

의 재고관리를 P&G가 대행하는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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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P(continuous replenishment program) 및 VMI(vendor managed

inventory)의 개념을 도입하여 별도의 요청 없이도 수시로 P&G가 자사

제품의 적정 재고를 유지

월마트와 P&G의 가상통합

P&G

·경쟁우위 확보

·시장데이터 입수, 점유율 확보

·제조 및 물류의 효율화

P&G

·재고관리 비용 삭감

·재고공간 삭감, 재고부족 감소

·운전자금 삭감

고객/배송 정보

공유

지불

납품/청구

자료: 福島美明, 「Net Business Modelの經營」, 2000

고고고고도도도도화화화화된된된된 고고고고객객객객의의의의 요요요요구구구구에에에에 부부부부응응응응하하하하기기기기 위위위위한한한한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 간간간간 통통통통합합합합 ((((전전전전략략략략적적적적 제제제제휴휴휴휴))))

□ 새로운 가치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기업 간 제휴가 증가

-제품의 복합화, 콘텐츠 가치의 증가, 편이성의 추구 등 고객가치가 고도화

되면서 개별 기업 차원으로는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 내기가 어려워짐

-기업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가치사슬(기업)간 통합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

→ 전략적 제휴라는 관점에서의 가치사슬 통합의 중요성 증가

-산업간의 장벽을 넘어 고객가치의 창조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이나 자원을

여러 기업이 제공하여 강력한 경쟁우위를 창조하는 가치사슬의 수평적

통합

□ 소니는 하드웨어업체에서 종합 멀티미디어업체로 변신하기 위해 자력주의

를 버리고 다양한 제휴를 시도

-소니는 콘텐츠 및 네트워크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기기 및 부품, OS 등

은 제휴를 통하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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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의 제휴 전략

부품부품부품부품/OS부품부품부품부품/OS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STB, PS2

Tivo JVC

General
instrument

Sun
microsystem Microsoft NextLevel

Cable vision SkyPerfect
TV

SPESPE SMESME SCESCE

STBJini HAVI Window CESTB

D-VHSPersonal
recorder

Cable Satellite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ContentContent

제휴영역제휴영역제휴영역제휴영역제휴영역제휴영역제휴영역제휴영역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세븐드림에는 일본의 유수한 대기업들이 참가하여 협력관계를 구축

- PC 및 편의점에 설치된 전용단말기를 통하여 전자상거래 및 정보제공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븐일레븐의 점포를 배달 및 결제창구로 이용

7Dream.com 참가기업 및 제공 기능

콘텐츠 네트워크 서비스 물류망 디바이스

세븐일레븐
결제ㆍ점두

서비스

점포

네트워크

소니 음악ㆍ오락 소네트
IC카드,

MD기술

NEC BIGLOBE
키오스크

단말기

미쓰이물산
상품서비스

상품기획

물류네트

워크

JTB
여행관련

콘텐츠

자료: Hodo & Hotta, "eBusiness市場の戰略的提携の本質", DHB, April-Ma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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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의의의의 제제제제거거거거

□ 가치시스템 내에서 특정 가치사슬을 제거함으로써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

스가 전달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제거

-「부품업체~제조업체~유통업체~고객」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가치시스템

의 흐름에 있어서 특정 가치사슬을 제거

□ 고객 가치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중간상(intermediary)을 제거

(disintermediation)하는 유통단계의 압축ㆍ제거가 대표적인 사례

-인터넷의 확산으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정보에 대한 탐색비용이 감

소하면서 공급자와 소비자를 단순 연결하던 중간상들의 존재의의가 퇴색

- 기업 입장에서도 고객과의 직접접촉 비용이 감소하면서 중간상을 통하여

고객접점을 유지할 필요성 저하

□ 다양한 기업들이 유통단계의 축소를 시도

- Dell은 중간판매상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직송하

는 직접판매체제를 구축하여 저가에 고객이 원하는 사양의 PC를 공급

- 일본 P&G의 경우 「대리점~2차 도매상~소매상」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전통적인 소비재 유통구조에서 소매상과 직접 거래 시작 (99년 10월)

-최근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한 직접판매를 시도 중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의의의의 삽삽삽삽입입입입

□ 기존 가치시스템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가치

사슬을 첨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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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

공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주로 e-Business를 도구로 활용)

- 단순 중개자로서의 중간상(intermediary)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중간상(value-added intermediary)

□ 단순한 제품ㆍ서비스의 공급이 아니라 소비자가 가진 문제 전반에 대한 종

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객케어형(customer-carer) 사업이 대표적

-고객이 스스로 처리해야 했던 많은 부분을 대행함으로써 고객에게 편이성

제고, 시간 절약, 선택의 폭 확대라는 가치를 추가

-고객케어형 사업의 출발점은 One-Stop Service와 Total Solution 제공

·고객이 가진 문제에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제시

Value Added Intermediary의 역할

공급자 소비자 소비자

Value

Added

Intermediary

공급자

자료: Slywotzky et al., Profit Patterns, 1999

□ 일본의 아쿠스루사는 기업의 사무용품 구입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개념 실현

- 인터넷이나 팩스를 통하여 주문을 받고, 각 지역의 제휴사를 통해 대금회

수를 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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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쿠르(アスクル)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고

객

회

원

86

만

사

프라스

고쿠요

킹짐

엡슨

캐논

가오

아스쿠르

(수주 및 발송)

카달로그

발행

익일배송

FAX 주문

인터넷 주문

제휴사

(영업 및 대금회수)

지방 문구점, 소매점

NTT리스, 오릭스 등

영업, 광고

대금지불

수수료

자료: 福島美明, Net Business Modelの經營, 2000

□ 금융 포털(portal)의 발전된 형태인 웰스케어(wealth-care) 사업 역시 원스

톱 서비스 및 고객에게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

- Intuit의 Quicken, MSN의 MoneyCentral(미국)이나 eMoney, Welthia(한

국) 등 금융포털은 상품정보의 제공에서 출발하여 개인의 금융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한 사이트에서 처리하고, 자산관리까지 가능한 토털 서비스

를 지향

고객케어의 개념

단순문제 고객케어(customer care)

□ 자동차 수요 → 자동차 생활(car life)의 재설계

(자동차+자동차 보험+액서사리+자동차수리+여행안내)

□ 주식투자 문제 → 종합 웰스케어

(주식투자+채권투자+보험+은행예금)

- 해당 제품의 단순제공보다는 그 제품을 중심으로 한 관련 제품ㆍ서비스를

토털 패키지화하여 고객의 요구를 총체적으로 충족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전통기업의 디지털 스위치 전략”, 20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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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케어 외에도 고객에게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거나 거래를 알선하는

정보중개자(infomediary) 역시 부가가치 중간상에 해당

-쇼핑 에이전트, 경매 및 역경매 사이트 등

3333....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 ICT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가치시스템을 형성하던 원리들이 변

화하고, 새로운 환경하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치시스템이 형성되기 시작

- 현재까지는 선도적인 몇몇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모든 기업이 디

지털시대의 경쟁력 유지ㆍ발전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

□ 디지털 환경 하에서 새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가치시스템에 대해

‘디지털 가치시스템(digital value system)’이라는 신조어가 등장

- 논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ICT나

e-Business를 기반으로 하여 통합된 기업들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고부

가가치를 창조하는 가치시스템을 지칭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내부적 및 외부적

인 활동을 최적화

→ 경쟁우위의 창출단위를 개별 가치사슬이 아닌 자사가 참가하는 가치시

스템으로 확장하여 구축되는 기업간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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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디지털 가치시스템의 모습 (D. Aldrich)

- 소비자 중심적 사고방식에 의거하여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연결된 사업파트너와 소비자들간의 공동체

- 단순히 IT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원들이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결합된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협력하는 체계

·Dynamic Trade (Forrester Research의 Varda Lief)

·Para-enterprises (Siebel Systems의 Tom Siebel)

·Value Cluster(IDC)

·New business echosystem (Cambridge Technology Partners의 G. Kandiah)

·Value Net (Anderson Consulting)

·Digital Value Net(D. Aldrich)

유사 개념들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특특특특징징징징

① 고객주도형(Customer Driven): 고객입장에서 전체 가치시스템을 재정의

□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에게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제품ㆍ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있음

-이러한 목적은 기업 조직이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는 철칙이며 기업의 역

사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방법

의 개발사

□ 최종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는 관점에서 전체 가치시스템을 재

구성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기존 사업구조에서 탈피하여 고객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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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하고, 그 충족을 위해 어떤 구조가 필요

한 것인가를 설계

-각각의 가치사슬이 아닌 가치시스템의 차원에서의 최적화를 시도

·SpeedㆍCostㆍQuality의 동시 추구는 물론이고 고객의 고도화된 니즈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 고객 주도형 밸류시스템의 조건 : ‘Provide the right goods at the

right time and at the right price’

② 가상통합: ICT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

□ CRM, ERP, SCM 등 기업 전산망을 상호 통합하여 가치시스템에 참가하

는 기업들이 고객 및 협력기업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업간 협력의 인프라로 이용하여 상호 독립된 기업이

되 마치 하나의 기업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네트워크형의 확장된 기업상

을 구현

□ 지원기능에 해당하던 기업 전산망 구축 및 지원기능이 가치를 창조하는 본

원적 활동화 되었음을 의미

-기업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디지털 가치시스템에서는

전산 부문의 활동 역시 직접 가치를 창조하는 본원적 활동화

③ 가치사슬의 해체와 통합의 동시 발생: 전문화된 기업들의 네트워크로 변모

□ 디지털 가치시스템은 전문화된 1류기업들의 연합체

- 개발, 생산, 영업, 물류 등 성격이 다른 기능들이 한 기업내에 존재하는

데서 발생하는 경쟁우위의 평준화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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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에서는 탁월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연합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제공

□ 경쟁우위의 창출단위가 기업에서 네트워크로 변화

- 점(node)의 경영에서 연결(connection) 단계를 거쳐 공동체(community)

경영에 돌입

- 기업간의 관계를 맺는 능력, 고객을 커뮤니티에 참가시키는 관계형성 능

력이 새로운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등장

④ 통합의 주도자가 존재

□ 기존에 이루어진 디지털 가치시스템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커뮤니티의 형성에 있어서 누가 통합의 주역이 되는가라는 점

- 電子的으로 연결된 기업들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리더의 존재가 필요

□ 현재까지 이루어진 성공적인 가치사슬 간의 통합사례들은 가치시스템 내의

특정 부분에 있어 강력한 경쟁우위를 가진 기업들이 선도

-리더십은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에 기반

- super vender형: 가치사슬의 특정 부분에 있어 업계표준을 장악한 전문업

체가 막강한 교섭력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인텔, 시스코, MS 등)

- 고객접점 장악형: 강한 브랜드력이나 마케팅력을 보유한 기업이

organizor 역할 (Dell, 전통적인 모델로는 베네통, 나이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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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가치시스템과 디지털 가치시스템의 비교

전통 디지털

고객의 정의 자신의 고객에 초점 최종 고객에 초점

사업의 영역
산업지향적: 기존 산업영역

내에서 활동

목표지향적: 가치창조를 위해

타산업의 파트너 연결

가치 창조 방식 독립적, 자신의 역량 이용 협력적, 모든 파트너의 역량 이용

관계의 유형 timid teaming 강한 파트너십

디지털인프라

통합
제한된 통합 완전 통합

통합의 초점 단절적인 흐름 통합된 흐름

프로세스의 초점 자신의 프로세스를 개선 전체 프로세스를 개선

정보ㆍ자원 활용 기업 내부에서의 활용 모든 참가자들간의 공유

자료: Andrews & Hahn, Transforming supply chains into value webs(1998)을 발췌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평평평평가가가가

□ 연결의 단계를 넘어 공동체의 단계까지 진화한 디지털 가치시스템이 디지

털시대의 경쟁우위 창출을 위해 지향해야 하는 이상형의 모델로 등장

-가치시스템 내부의 각 가치사슬에 있어서 경쟁우위를 보유한 기업들이 공

통의 목적을 위하여 협력하는 네트워크형태

-독립된 기업들의 집합체이지만 통합 기업에 준하는 효율과 부가가치를 창

조하는 준기업(quasi-firm)

□ 그러나 디지털 가치시스템의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전제가 필요

-기업들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가치사슬의 해체 → 기업간의 연결

→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조정 메커니즘 형성」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무리없이 추진되어야 비로소 디지털 가치시스템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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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가치시스템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는 효과적 조정 메커니즘의

존재

- 기회주의적인 행동의 가능성이 있는 상대와 협력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을 동반

-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교섭력을 보유하거나, 신뢰의 기반이 없는

경우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할지라도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은 어려움

□ 특히 협력관계 형성 이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의 문제가

중요

-가치사슬의 해체 이후 나타나는 기업간의 연결은 환경변화에 따라 언제든

지 제휴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형 기업에 비하여 위험부담

이 증가

- 공동체의 형성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참가자들을 가치시스템

의 내부에 묶는가라는 고착화(lock-in) 전략이 필요

□ 현 시점에서 디지털 가치시스템의 보편화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존의 단절된 관계에서 신경망이 통합된 기업들의

연결로 가치시스템이 발전해 나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

- 따라서 디지털 가치시스템이 디지털환경 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임

에는 틀림없으나, 모든 산업에서 연결을 넘어서서 공동체 단계까지 진화

된 디지털 가치시스템의 등장 여부는 아직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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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디지털 가치시스템의 형성은 특정 가치사슬에 있어서 압도적인 강

점을 보유하거나, 고객접점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 선도

·교섭력을 근간으로 가치시스템 내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조정자의 역할

□ 자사가 속한 산업의 지배적인 가치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고려

한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

- 고객 주도적 시장환경이나 거래비용의 감소라는 가치시스템의 재구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상이

- PC산업과 같이 부품의 모듈화, 표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산업에 있어

서는 전문화된 기업들이 상호협력하는 강력한 형태의 디지털 가치시스템

으로 발전

- 역으로 제품 구성요소들간에 기술적인 연관성이 높고, 표준화가 어려운 산

업의 경우 전문화된 기업들의 협력 형태보다는 통합된 기업형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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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변변변변화화화화와와와와 기기기기업업업업전전전전략략략략

1111....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변변변변화화화화의의의의 시시시시사사사사점점점점

고고고고객객객객가가가가치치치치에에에에서서서서 출출출출발발발발하하하하는는는는 대대대대설설설설계계계계((((ggggrrrraaaannnndddd ddddeeeessssiiiiggggnnnn))))가가가가 출출출출발발발발점점점점

□ 가치시스템 재설계의 출발점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를 선

택하는 가치사슬의 역류에 있음

-가치시스템은 크게 가치의 ‘선택’, 가치의 ‘창조’, 가치의 ‘전달’로 구성되며,

어떤 가치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이후의 가치 창조 및 전달의 구조가 변화

- 기업이 최종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이 가치시스템 재구성의 출발점

가치시스템 재구성의 개념도

고고고고

객객객객

가

치

의

창

조

가치의 선택

가치의 전달

Value System

상품기획

마케팅 재품개발

서비스

판 매

물 류

조달·제조

자료: 福島美明, 「Net Business Modelの經營」, 2000

가가가가치치치치창창창창조조조조의의의의 단단단단위위위위가가가가 가가가가치치치치사사사사슬슬슬슬에에에에서서서서 가가가가치치치치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으으으으로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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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의 창조와 경쟁우위의 창출을 위한 분석단위가 기업(nod)에서 기업간

관계(connection, community)로 확대

- 과거 경영전략의 관점은 포터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분석 및 포지션 관점

에서 기업의 역량을 중요시 하는 자원기반 관점(resource-based view)

으로 변화

- 디지털 환경 하에서는 기업간 관계(relatonship)가 새로운 경쟁우위의 원

천으로 등장

□ 가치시스템 내에 참가하는 다양한 참가자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경쟁우위력

을 창조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 확대

-기업간 제휴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한 능력이 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중요한

요건

경경경경쟁쟁쟁쟁과과과과 협협협협력력력력의의의의 공공공공존존존존

□ 가치의 창조라는 측면에서는 상호 협력하는 기업일지라도 수익의 분배에

있어서는 경쟁관계

- 가치시스템 내부에서 누가 더 많은 수익을 차지(capture)하는가를 놓고

경쟁이 벌어짐

- 가치시스템 내부에서의 교섭력(bargaining power), 가치창출에의 기여도,

주요 병목의 장악 여부가 수익 배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좌우

□ 가치시스템 내부에서 교섭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장악해야 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스템 내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조건

-가치사슬의 역류현상에 따라 부가가치의 중심이 고객과 거리가 가까운 쪽

으로 이동하고, 고객케어형 기업이 차지하는 수익이 증가될 가능성

→ 이들이 고객접점을 장악하고 제조 및 유통업체들을 조직화(organ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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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가치사슬을 장악한 Super Vendor형 기업 역시 강한 교섭력을 발휘

하고 있으나 기술의 진부화 속도가 가속되고 경쟁업체가 출현함으로써

장기간 교섭력을 유지하는데에는 문제가 있음

2222....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시시시시대대대대의의의의 전전전전략략략략 수수수수립립립립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제제제제언언언언

□ 기업의 범위와 기업간의 결합양상의 변화로 나타나는 가치시스템의 변화는

기업전략의 각 단계에 있어 관점 변화를 요구

-「비전 설정 → 사업영역(domain) 결정 → 비즈니스모델 선택 → 경영시스

템 구축」의 각 단계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 필요

가치시스템의 변화를 감안한 전략 수립 방향

고객가치를 위한
재설계

고객가치를 위한
재설계

가치창조 단위의
변화

가치창조 단위의
변화

경쟁과 협력의
공존

경쟁과 협력의
공존

미        션미        션 사업영역사업영역 비즈니스 모델비즈니스 모델 경영 시스템경영 시스템

고객정보활용
인프라 구축

효과적 
지배구조 구축

핵심역량 집중

Net-Competence
경영경영경영경영

네트워크형네트워크형네트워크형네트워크형
비즈니스모델비즈니스모델비즈니스모델비즈니스모델  

경영시스템의경영시스템의경영시스템의경영시스템의
디지털화디지털화디지털화디지털화

가치제안가치제안가치제안가치제안
재정립재정립재정립재정립

재정립

가치 창조형
ICT

가치시스템의
최적화

전략적 제휴,
아웃소싱

비      전

가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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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비비전전전전 설설설설정정정정:::: 가가가가치치치치제제제제안안안안의의의의 재재재재정정정정립립립립

□ 비전은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을 담아 성문화시킨 기업전략의 출발점

-디지털 시대에 자사가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명확

히 함으로써 사업영역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선택, 경영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이정표로 활용

선진기업의 비전

기 업 비 전

소 니
"Sony Dream World" where individuals can enjoy an entirely

new lifestyle of entertainment and convenience.

포 드
Becoming the world's leading consumer company for automotive

products and services.

시스코

Shape the future of the Internet by creating unprecedented

value and opportunity for our customers, employees, investors,

and ecosystem partners.

N T T
Contributing to the continued creation of a prosperous life and

vibrant culture through reliable and excellent services.

G E A global service company that also sells high-quality products.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전통기업의 디지털 스위치전략”, 2000. 4.

□ 가치시스템의 最下流에 위치하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자사가 제공하는 가치를 재정의할 필요

-기존 사업의 연장선 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설정하는 근시안적 가

치설정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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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근시안(myopia)의 사례

□ 미국의 Amtrek은 자사가 제공하는 가치를 철도를 통한 여객ㆍ화물의 이동이라

는 좁은 영역에 한정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낙오

→ 철도가 고부가가치를 내던 시절에 제공가치를 고객과 화물의 이동이라는 것으

로 설정하였다면 종합여객 및 물류기업으로 변신 가능하였음

□ 가치제안의 재정립의 출발은 고객 니즈의 파악

- 단품에서 시스템ㆍ토털 솔루션, 하드에서 소프트로의 고객 니즈 고도화

감안

·업종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에 주목

-가치시스템 내부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점유하게 될 부문을 고려

·customer carer 등 고객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 선 기업이 가치시스템 내

부에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확보(capture)할 가능성

-인터넷과 같이 디지털화된 새로운 가치전달의 경로를 통한 가치창조의 가

능성 감안

인터넷이 제공하는 가치

분류 회사 내 용

매력적인

가격

이트레이드 기존 브로커 수수료의 1/10

Key Fuels 법인고객 대상 750여 주유소에서 도매가격으로 판매

풍부한

선택

아마존 600만종 이상의 도서, CD, 장난감, S/W 등

유나이티드항공 500여개의 여행관련 기업의 상품을 온라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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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성장시기에 걸맞는 정보를 이메일로 전송

자료: 일본 부즈알렌 해밀톤, “Eビジネス 勝者の戰略”, 2000년 4월에서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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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사업업업업영영영영역역역역 결결결결정정정정:::: NNNNeeeetttt----CCCCoooommmmppppeeeetttteeeennnncccceeee경경경경영영영영

□ 새로운 가치제안에 부합하는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치시스템의

선택은 물론이고 해당 시스템내에서 어떤 가치사슬을 담당할 것인가를 결정

- 산업간의 영역을 넘어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엇을

제공해야 할 것인가를 고려 (전통적인 사업영역 결정)

- 가치시스템 내에서 최대의 부가가치를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하고

사업의 중심축을 이동 (가치시스템 내에서의 사업영역 결정)

□ 어떤 가치사슬에 집중하는가가 전통적인 사업영역의 선택에 못지 않는 중

요한 전략적 결정의 포인트로 등장

-경쟁우위의 논리가「Average(a, b, c)형에서 Max(a, b, c)형」으로 변화

- 가치사슬이 기업내부에 통합되어 있는 통합형 대기업간의 경쟁에서는 가

치사슬 전체의 평균적인 역량이 중요

- 가치사슬의 해체와 기업간 제휴를 통해 가치시스템의 재구성이 이루어지

는 경우, 특정 분야에 강점을 가지는 기업이 가치시스템의 재구성을 선도

하거나 가치시스템 내부에서 강한 교섭력을 확보

□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치시스템 내에서 차지(capture)할 수 있는 부가가치

를 제고하는 Net-Competence 경영의 필요성 강화

- 강자간의 연합이 전개되고 가치사슬이 분리ㆍ통합되는 상황 하에서는 특

정 분야에 강력한 역량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강자들의 네트워크에서

소외

-평균지향적 사업전략으로는 1등들이 집합한 네트워크와 경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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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lone형의 경쟁에서는 종합력이나 체력을 바탕으로 경쟁 가능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여전히 유효

·특정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여 해당 가치사슬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과

독점적인 우위를 구축하는 경우 가치시스템 내의 선도기업화가 가능

□ 자사의 역량 및 소속 가치시스템의 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

- 파트너와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최소한 한개 이상의 핵심역량

을 보유할 필요

- 보다 많은 수익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의 이동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고객접점을 비롯한 특정 가치사슬을 장악하는 데는 막대한 투자와 시간

소요

- 비록 가치시스템을 재구성하는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부문에 대한 강점없이는 참가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EMS와 같이 선도기

업들이 버리는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채택 가능

비비비비즈즈즈즈니니니니스스스스 모모모모델델델델의의의의 선선선선택택택택:::: 네네네네트트트트워워워워크크크크형형형형 비비비비즈즈즈즈니니니니스스스스 모모모모델델델델

□「무엇을 하는가」못지않게「어떻게 하는가」라는 비즈니스모델의 중요성

대두

- 가치사슬의 해체와 통합 등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지가

증가

- 과거에는 자력주의가 주를 이루었으나, 자신은 일부 기능이나 사업에 집

중하고 타 기업과 제휴를 하거나, 특정 가치사슬을 장악하여 높은 부가가

치를 올리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구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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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의 정의(Timmers)

□ 고객과 사업자(Business Actor)간의 상품, 서비스, 정보의 구조 및 흐름

을 설정하여 수익의 원천을 창출하는 것

→ Business Portfolio(사업구조):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

→ Business Model : 선택한 사업 내에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의 문제

□ 고객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파트너를 선택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것이 네

트워크형 비즈니스 모델

-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은 통제가 가능한 내부조직에 한정되었으며

가치의 증진을 위해 기업규모의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

추구

□ 네트워크형 비즈니스 모델은 부분최적에서 전체최적으로의 전환에 주안점

-다른 회사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은 외부와의 연계에 의존

·경쟁력이 없는 기능들을 외부의 파트너에게 위임하고 자사의 핵심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협력관계의 조기 구축 자체가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원천

·공동체 단계까지 올라선 기업간 연합은 후발업체들로서는 쉽게 형성할 수

없는 일종의 진입장벽(entry barrier)

·우수한 사업 파트너의 선점이 이루어지는 경우, 후발기업은 수준이 낮은

협력업체에 만족하거나 많은 자원의 투입 필요

-모든 기술과 인력을 내부화하는 자력주의에서 탈피 필요

·초일류기업은 특정 분야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더라도 취약한 분야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킹을 체질화

□ 전략적 제휴 및 아웃소싱을 전사적 관점에서 기획, 추진하는 사업개발조직

의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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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성하고 적응하기 위한 전사적인 관점 필요

- Net-Competence의 유지를 위하여 현재 소속되어 있는 가치시스템 내에

서 필수적인 기능만을 내부화(in-house)하고 기타부문은 M&A, 제휴, 벤

처, 스핀오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화(out-house)

경경경경영영영영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구구구구축축축축:::: 경경경경영영영영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화화화화

고고고고객객객객정정정정보보보보의의의의 활활활활용용용용 인인인인프프프프라라라라 구구구구축축축축

□ 고객에게 한발 더 접근, 고객접점을 확보하지 못하면 하청업체로 전락

-고객접점은 고객 커뮤니티 구성, 다양한 포털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 온

ㆍ오프라인에 걸쳐 형성중

-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고객 니즈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하청

업체로 전락

□ 고객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기존 기업집단 및 네트워크에 고객을 포함한 네

트워크의 확장을 시도

- 고객의 경험과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경영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ㆍ포괄적인 평균치의 정보가 아니라 개별 고객 하나 하나의 잠재욕구까지

관리

-온라인 고객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회

ㆍ문화적 공동체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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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네트워크의 확장

              고객  
                     커뮤니티

기존  네트워크

경쟁업체경쟁업체경쟁업체경쟁업체
고객고객고객고객

파트너파트너파트너파트너

기업기업기업기업

확장된  네트워크

□ 고객 니즈의 반영이 아니라 니즈 구현의 주체로서 고객을 활용

- 주문생산의 개념을 벗어나 고객이 스스로 디자인하고 제조하는 단계로

이행

-연구개발부터 마케팅까지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온ㆍ오프라인상

에 개설하고 대화 노력을 지속

□ 회사의 정보와 자원을 고객에게 공개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시스코의 경우 고객들은 회사의 지식기반에 자유롭게 접속하면서 사용자

공동체(user community)를 구축

- 이를 통해 고객의 문제를 다른 고객이 해결해주는 등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면서 기업의 업무 부담을 절감

-이러한 커뮤니티의 심화는 기업의 독특한 가치창조 활동과 안정적 고객기

반의 근거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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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개념의 변화

기존기존기존기존 구매자집단구매자집단구매자집단구매자집단
개별개별개별개별 구매자와구매자와구매자와구매자와

거래거래거래거래
개별개별개별개별 고객고객고객고객
평생유대관계평생유대관계평생유대관계평생유대관계

가치의가치의가치의가치의 공동공동공동공동
창조자창조자창조자창조자

고객의 역할고객의 역할

경영철학경영철학

기업-고객간
상호작용

기업-고객간
상호작용

강화된 네트
워크의 참여자

개별경험의 수용
기대의구체화
다양한 상호교류

관계마케팅
쌍방향 의사소통

고객=
개성을 가진
사람

고객=
개별거래의
평균통계치

고객서비스
DB마케팅

연결에 의한
가상기업화

시장조사
일방적 의사전달

정해진(ready-made) 소비역할을 지닌
수동적 구매자

수동적 관객으로서의 고객수동적 관객으로서의 고객 능동적 파트너능동적 파트너

고객=
평균통계치

고객=개성인+
가치관/문화/커뮤
니티의 일부

자료: C. K Prahalad, “고객의 역량을 활용하는 기업경영”, HBR, 1999. 1-2.

지지지지원원원원형형형형 IIIICCCCTTTT에에에에서서서서 가가가가치치치치창창창창조조조조형형형형 IIIICCCCTTTT로로로로

□ 디지털 가치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고객-기업간 혹은 기업내의 기능들을 긴

밀하게 통합시켜 주는 디지털 인프라의 존재를 전제로 함

-거래비용 축소의 원천이 되는 정보통신기술이나 e-Business의 적절한 이

용 없이는 연결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

□ 기업의 중장기전략이나 사업전략과 정보통신기술의 연계 필요

- 가치사슬이나 시스템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ICT인 만큼 전략

수립 초기부터 기업내 ICT담당 부문의 참가가 필수적

·전략입안 부문과 ICT부문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없는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도입한 정보시스템이 경쟁우위 실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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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 SCM, ERP 등을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

로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에 유의

-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ICT기술과 기업조직, 문화, 업무 프로세스 등이 괴

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양자간의 지속적인 조정 필요

효효효효과과과과적적적적인인인인 지지지지배배배배구구구구조조조조 구구구구축축축축

□ 가치시스템간에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 간의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효과적

인 지배구조의 보유 여부가 경쟁우위의 원천이 됨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업간의 거래비용을 보다 축소하고 공동체의 일

원으로서 동일 목적을 위해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시스템이

승리

·기업간 제휴에 있어서 경쟁우위를 만들어내는 요건 중 하나는 효과적인 지

배구조(Effective Governance, Dyer & Singh)

- 디지털 환경 하에서 구성되는 새로운 가치시스템 속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내부 조직의 통제 및 조정에 이용되는 권위(authotity)나 시장거래 시에 나

타나는 가격이나 계약을 넘어서서 공동체라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내에서

구성원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의 추구

□ 네트워크 내에 참가하는 주체들간에 형성되는 신뢰(trust)는 효과적인 지배

구조 구축에 기여

- 신뢰는 경제적 계산과 차별화되는 개념으로서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조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

- 일단 형성된 네트워크 내에서 주체간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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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사슬의 해체와 기업간 연결의 강화는 기업환경이 보다 역동적이고 불

안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

-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아웃소싱, 제휴 등 기업조직의 着脫이 자유롭게 이

루어질 수 있는 유연한 조직설계가 필수적

- 공유하되 소유하지 못하는 경영자원이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업의 외

부에 위치하는 우수인재나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한 관리체제 필요

-제휴나 협력은 언제든지 해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파트너가 가진 강점이

나 노하우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학습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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