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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하겔(John Hagel, Co-chairman, Deloitte Center for the Edge)은 경영 컨설턴트, 저술가, 강연자, 

사업가로서 거의 35년에 가까운 경력을 가지고 있고, 정보기술을 사업전략의 재형성에 적용해 기업 

실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의 커리어 전반에 걸쳐 선도적인 컨설팅 기업들과 주요 

기업들에서 중요한 직위를 맡아온 데 더해, 존 하겔은 <Net Gain>, <Net Worth>, <Out of the Box>, 

<The Only Sustainable Edge>, <The Power of Pull> 등 베스트셀러 경영서의 저자다.

존 실리 브라운(John Seely Brown, Independent co-chairman, Deloitte Center for the Edge)은 

다작하는 저술가, 강연자, 교육자이다. 그는 센터 포 엣지 업무 외에도,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고문이며 방문교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오랫동안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수석과학자와 

디렉터로 일했었다. 과학 저널에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The Social Life of Information>, 

<The Only Sustainable Edge>, <The Power of Pull>, <A New Culture of Learning> 등을 포함한

7권의 책을 독자 혹은 공동 저술했다.

매기 울(Maggie Wooll, Head of eminence and content strategy, Deloitte Center for the Edge)은 

대규모 조직의 전략과 운영에 대한 그녀의 조언 경험과 이야기 전달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딜로이트 

센터 포 엣지의 관점을 재형성하고 있다. 센터에서 그녀는 사람, 기술, 기관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있으며, 

신기술과 비즈니스 실무관행이 인재 개발과 미래 인력 및 직장에서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센터에서 

관심이 많다.

앤드류 드 마(Andrew de Maar, Head of research, Deloitte Center for the Edge)는 센터의 연구 

주제를 선도하고 엣지 펠로우의 팀원 교체를 관리한다. 가속화되는 변화로 특징지어 지는 세상의 전략과 

기술의 교차점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광범위한 공공, 민간, 비영리 단체들과 협업하면서 경영진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장기 트렌드를 탐구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규모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진 추진계획들이 무엇이 있는지 조직이 파악하도록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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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만 코닥은 어려웠던 10년을 보낸 후 

결국 2012년 1월 파산을 신청했다. 소비자

들이 필름에서 디지털 사진으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130년의 역사를 지닌 코닥은 순식간에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회사는 직전 12분기 중 9분기 동안 

손실을 기록했고, 1980년대 후반 최대 145,000

명에 이르렀던 직원수도 20,000명 미만으로 급감

했다.

도입부

이

우리의 접근법: ‘대체’되는 기업의 탐색

접근의 첫 번째 과제는 선도적이었던 기존 기업들이 시장에서 대체된 사례의 파악이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의 하락을 분석했지만, 특정 시장에서 막대한 가치가 아예 소멸된 경우에는 총

사용자 수 비율의 변화와 같은 대용지표를 사용했다. 

새로운 도전자에게 대체된 사례를 찾기 위해 기술, 비기술, 디지털, 비디지털 영역 등 다양한 분야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정의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선도적인 기업들의 시장이 새로운 도전자

들에게 대체(다수의 기존 경쟁자들간의 주기적인 순위 바꿈과 비교되는 경우)를 상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다.

왜 대체인가? 수익흐름이 끊기고/혹은 사업모델이 한계에 이르러 심각하게 위축된 기업들도 놀랍도록

오랜 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파산법은 취약해진 기업들에게 채무를 재조정하고 노동관련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이들 기업들은 격변을 겪은 후에 실제로 파산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결코 파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부 기업은 규모와 현금 유보금 덕분에 시장에서 실패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리더십, 투자자들 그리고 특히 정리해고와 구조

조정을 겪은 핵심 사업부의 직원들에게 격변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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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닥의 몰락은 유명하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호흡

하면서 살아온 세대라면 더욱 의아할 것이다. “어떻게 

코닥이 디지털 사진의 기회를 놓쳤을까?” 이는 오늘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경영진들에게 중요한 질문이다.

하지만 지나고 난 후의 분석은 쉬운 법이다. 코닥의 

사례에 내재된 보다 의미 있는 다른 질문은 이것이다. 

왜 기술이 기존의 확립된 시장에 그렇게 큰 격변을 

일으켰을까? 왜 기업은 대응을 할 수 없었을까? 

어떻게 하면 리더가 많은 변화들에서 생겨나는 소음

으로 가득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신기술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을까? 산업 내∙외부에서 

흥미로운 신제품 기술에 불과할 수 있었던 기술을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는 힘으로 변모시키는 촉매 

작용을 한 트렌드는 무엇일까? 코닥의 시장 및 관련 

시장의 어떤 측면이 회사를 신기술의 격랑에서 헤어날

수 없게 만들었을까? 

사업환경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질문과 대답의 중요성은 점점 커진다. 이러한 

변화는 극적인 시장 대체의 속도와 빈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들 질문에 답하고, 시장의 리더들이 치명적인 

손실을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에 대한 단서를 과거와 현재에서 찾았다. 

우리는 20세기 시장이 규모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특정한 패턴을 따랐던 것처럼, 21세기의 시장에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어떠한 패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핵심 비즈니스와 관계

없어 보이는 새로운 변화에 시장주도권을 상실한 

기업들의 사례를 조사했다. 또한 현재 소위 유니콘과 

기하급수적 조직(“유니콘, 기하급수, 블랙스완” 삽입

글 참조)과 같은 신기술로 무장한 신규 진입자들의 

공세에 고전하고 있는 기존 기업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근본 기술의 진화, 변화하는 소비자 

역동성, 플랫폼의 부상, 그리고 21세기의 예상치 

못한 위협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수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의 기타 변화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유니콘, 기하급수적, 블랙스완 

“유니콘”은 벤처캐피털리스트 에일린 리가 2013년 사용

하면서 일반화된 용어로, 첨단분야 창업가들의 상상력과 

전환기 경제의 불안감을 모두 포착한 단어이며, 투자자금 

조달을 기준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은 스타트

업을 지칭한다. <포춘>지 “유니콘의 시대” 기사에서 지적

됐듯이 2003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현상으로, 구글

이나 아마존 모두 비상장 회사로서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 우버나 에어비엔비를 필두로 유니콘

기업명단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이처럼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엄청난 기업가치는 2000년 이전의 전통적인 가치평가 모델

과는 거리가 있다. 

“기하급수적 조직”은 싱귤래리티대학교(Singularity Univer-

sity)의 창립자인 살림 이스마일(Salim Ismail)이 만든 문구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반 기술(예: 연산능력, 저장용량, 

대역폭과 같은 핵심 디지털 요소 뿐만 아니라 소셜,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합성생물학과 같은 2차 기술)로 활용 가능해진 

풍부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구축한 기업을 

지칭한다. 기하급수적 조직은 명령과 통제를 위해 조직된 

전통적이고 선형적인 기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닌다.

“블랙스완”은 (사회적, 지리적, 경제적, 연대학적인 경계를 

넘어)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진 드물고, 예상치 못한 대형

사건을 의미한다. 이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Nassim 

Nicholas Taleb)가 창안한 이론에서 유래한 전 세계적인 

규모의 격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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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심한 변화는 왜 그렇게 
알아보기 힘든가? 

심한 변화가 가진 문제는 너무 늦게서야 감지

된다는 점이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Ency-

clopedia Britannica)의 예를 살펴보자. 모든 온라인 

검색에 위키피디아의 항목이 거의 항상 최상위 

세 번째 검색결과 내에 나타나는 현 상황에서 보자

면, 고급종이로 만든 비싸고 두꺼운 사전은 시대

착오적으로 보인다. 과시적이고 권위적이며 정적

이고 현실과 유리돼 있으며 종이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보는 시대에 뒤떨어진다. 하지만 1993년 

마이크로소프트가 PC용 엔카르타 백과사전(Encarta

Encyclopedia for PC)을 선보였을 때를 떠올려보자. 

혹은 2001년 위키피디아가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혹은 여분의 침실, 방 

혹은 소파겸용침대 빌려주는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를 처음 듣는 호텔 경영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에어비엔비가 당신 사업의 계속적인 생존에 위협

으로 보이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너무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시장의 리더십을 

상실하고 있음을 단순히 인지하는 것은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새로운 사업모델로 접근하는 신규 

진입자는 기존 기업을 다섯 가지 방식으로 뒤흔든다

(그림 1). 격심한 변화는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느린 진행 과정이기에 기존 기업들이 

잘못된 안도감을 가지게 만든다.  

가장 전형적인 대체 현상은 미국 도서시장에서 

아마존(Amazon)이 보더스(Borders)의 고객과 

수익을 빼앗은 것과 같이 분명히 나타나는 경우다. 

기존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가 더 이상 시장지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은 떠난다. 

기업들이 매출, 수익성, 성장과 같은 단기적인 계량

지표에 집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 

기존 회사는 빠르게 신규 진입자를 위협적인 경쟁자로 

인식한다. 

마찬가지로, 과점시장에서 소수의 경쟁사들에만 

익숙한 대기업이 성장하는 작은 기업들의 총체적인 

위협을 과소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기존 대기업은

급성장하는 신규 진입자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 인디 음악가들이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 2000

년대 초부터 팬들을 찾기 시작했을 때, 당시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던 주요 4대 음반사들은 유명

가수의 히트곡을 놓고 서로 경쟁을 계속했다. 그 동안

다수의 비주류 인디 음반사들이 틈새시장 아티스트

들과 함께 30% 이상의 시장을 잠식했다. 

격



디지털 혁명시대 격변의 9가지 패턴

4

새로운 방식의 신규 진입자가 시장을 크게 성장

시키는 동안, 기존 기업은 특별한 손실도, 이익도 

없이 정체된다면 어떻게 될까? 기존 기업은 아마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자평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성장하는 시장을 포착하는 데 실패하면,

기존 기업은 투자자를 상실하고, 인재가 떠나며, 

산업의 진화에 대해 배우고, 자사의 위치를 결정할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존 기업은 

시장에 대한 근시안적 시각 때문에 경쟁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시장과 경쟁자를 너무 좁게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애널리스트들이 자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면 더욱 그러하다. 

전통적으로 정의되어왔던 시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 기존 기업은 다른 형태의 대체, 

즉 산업군 붕괴나 급속한 사업축소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접근법이 기존 제품을 무료화 혹은 제품 

유형 전체에 대한 수요를 없애거나 대체할 경우이다. 

고전적인 예로는 가정용 냉장고가 얼음배송 시장을 

없애버린 사례가 있고, 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즉석 

그림 1. 기존 기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체될 수 있다.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신규 진입자가 주요 기존 기업을 

대체한다.

파편화된 소규모 기업들이 

집합적으로 주요 기존 기업을 

대체한다.

신규 진입자가 시장을 확장시킨다. 

기존 회사는 원래의 시장을 유지하지만, 

이는 전체 시장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새로운 접근법이 전체 제품 범주를 

축소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시장

기존 기업

신규 진입자

분산된 기존 기업들이 집중화된 

소수의 기업들로 통합되고 나머지 

기업들은 시장에서 의미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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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계산기, 손전등, 여행용 시계 등에 대한 

수요를 크게 줄여버린 사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대기업에는 큰 위협이 아니지만, 

분산된 중소규모 기존 기업들이 통합을 이뤄 시장

에서 경쟁자로 급부상할 수 있다. 규모가 중요한 

경쟁우위 요소인 시장에서 남아있는 분산된 소기업

들은 경쟁이 불가능하며 합병 혹은 특화해야 한다. 

기업들이 시장 위협을 인식할 때, 관련 시장이 재정의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형태의 대체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기존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면서 일상

적인 사안에 몰두해 있는 기존 기업의 리더들은 

자신들이 위치한 좁은 영역 너머에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간과하기가 쉽다. 

또 다른 문제는 세상이 불안정하고 소음으로 가득

하다는 점이다. 겉보기에는 격변의 많은 사례들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여 “공유 경제”와 “협업적 

소비”에 대한 신문기사의 표제나 컨퍼런스의 제목

으로 묶음 취급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들은 중요한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세일즈포스, 우버와 같은 많은 신규진입자

들이 공통적으로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기존 기업을 

위협한 데 있어 서로 다른 가치 창출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판명됐다. 파괴적이었던 것은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세일즈포스는 종량제 기반 가격정책이었고, 

우버는 개인자산 활용 능력이었다. 반면 아마존은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장 도달범위를 확장

시켰기 때문에 격변을 일으킬 수 있었다.

2012년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이 출판물 발간을 

중단하기 직전, 지난 3년 동안의 판매량은 단 

8,000세트에 불과했다. 레딧(Reddit)과 같은 무료 

크라우드소싱 사이트가 신문 기반의 저널리즘과 

경쟁함에 따라, 모든 지역신문들도 인쇄물 판매

수익이 급감하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산업의 리더들은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는 입증되지 

않은 또래들의 말을 권위 있는 기관보다 선호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얼굴 

없는 많은 동년배들이 한데 모여, 각자의 기사에 

내용을 추가하고, 편집하고, 교정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인 레딧의 사례를 통해, 네티즌들은 다른 

동년배 네티즌들을 더욱 신뢰한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격변은 새로운 접근법이 적절한 조건을 만났을 때 

일어난다. 그리고 그 조건은 알다시피 항상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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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이 전부다: 왜 어제의 
신기한 기능이 내일의 격변이 
될 수 있는가

주 언급되듯이 코닥은 1975년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지만 사업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닥은 생산 라인을 디지털 카메라 생산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필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후 20년간 코닥의 실적은 매우 좋았다. 왜 

1975년의 디지털 카메라는 격변적이지 못하고 심지어 

현실성도 떨어졌던 반면, 2005년의 디지털 카메라는 

글로벌 기업을 대체시킬 수 있었을까?

혁신 잠재력의 관점이건 기존 기업의 취약점이건 

중요한 것은 맥락이다. 진정한 잠재적 위협과 기회는 

시간, 시장, 기존 기업에 달려있다. 어느 특정 시점

에서는 시장 지배자를 완전히 대체시켜버리는 강력한 

요인이 다른 시장이나 다른 시점에서는 단순히 기술 

진보를 이루고, 고객의 기대를 확장시키는 역할에 

그칠 수 있다.

첫째, 기업이 운영되고 개인이 일하고 소비하는 

환경은 시간에 따라 독특하고, 가끔은 장소에 따라

서도 달라진다. 신제품과 신규 진입자는 단위시장의 

변화와 전 세계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등장한다. 거대

변화(Big Shift)(핵심 디지털 기술의 높아지는 가성비가

자원의 흐름을 규제하는 정책의 자유화 트렌드와 

결합되는)의 영향력과, 이에 따른 결과적 영향(저량

[Stock]에서 유량[Flow]으로 가치의 이동, 소비자 

권한의 증가, 심화되는 경쟁 압력)은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재형성해왔다. 생산 도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비즈니스를 조직 및 수행

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아

지면서 이제는 중소규모의 신규 진입자가 분산화된 

고객 집단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기저 

기술의 발전으로 신규 진입자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코닥이 직면했던 격변의 위협이 실체를 드러내기까지 

30년이 걸린 반면, 오늘날에는 특정 기존 기업이 새로

운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혹은 새로운 유니콘이 도래한 

이후(그림 2 참조) 몇 년 혹은 단 몇 달 만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이 20세기부터 이어져온 비즈

니스의 관행과 통설에 도전하고 있다.

거대변화(Big Shift)는 격변을 발생시키지만, 거대

변화의 영향과 범위가 모든 산업이나 시장에 걸쳐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시장의 조건 

모든 시장은 시장 내의 경쟁적 역동성을 결정하는 

독특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정 시점에서의 시장 

조건은 위협의 유형, 인지되는 방식, 기존 기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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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시장 조건 중에서 제품, 수요의 성격, 산업 

구조의 특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림 3은 

특정 시장에서 신기술 혹은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여부, 기존 기업의 확장, 혹은 기존 기업의 대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조건 유형의 목록이다. 진입

장벽으로 기존 기업에게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

었던 바로 그 특징이 기존 기업을 격변에 더 취약

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수의 대형 기업이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전환 비용이 

높은 매우 집중화된 시장의 경우, 기존 기업은 고객 

관계에 태만해져 변화하는 고객의 선호도를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은 고객 관계를 재정의하고 전환 비용을 

능가하는(혹은 줄여주는)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신규 진입자에게 취약하다.

촉매제

촉매제는 광범위한 환경에서 잠재적인 격변의 

조기 지표 역할을 하는 변화다. 촉매제는 “과거의 

지배적인 조건에서 새로운 조건으로의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제품/서비스에 대한 열망 혹은 비즈

니스 모델의 생존 가능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

제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제품/서비스 혹은 비즈

니스 모델을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들거나, 

현재의 제품/서비스의 기능보다 우수하게 만들거나, 

신제품/서비스가 기존보다 품질과 기능면에서 부족

하더라도 소구될 수 있게 시장 조건이나 생산/유통의

경제학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광범위한 촉매제는 개별 기업이 취하는 

어떤 행동보다도 선행한다. 따라서 우리는 촉매제를

기업이 내린 결정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직접적 통제 

밖에 있는 변화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보더스가 

온라인 판매망으로 아마존을 이용하기로 선택했던 

결정은 비록 회사의 몰락에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촉매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위키피디아의 위키 플랫폼 개발은 유료 백과사전 

시장의 대체에 대한 촉매제가 아니다.  

격변을 예상할 때 가장 관련 있는 촉매제는 실행

기술, 고객 기대와 선호, 플랫폼, 거시 경제, 공공

정책과 연관이 있다(그림 4).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비록 특정한 시장 조건이 촉매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촉매제는 시장 혹은 산업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림 2. 사용자 5,000만 명에 이르는 데 걸린 시간  

라디오: 38년

텔레비전: 13년

인터넷: 4년

페이스북: 3.5년

트위터: 9개월

인스타그램: 6개월

앵그리버즈: 35일 

출처: 베른드 레거(Bernd Leger), “20 fresh mobile trends,” Localytics, May 13, 2013, http://www.localytics.com/blog/2013/mobile-
statistics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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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표적인 시장 조건

제품 특성

모듈성

기능

사용

가격 및 계약

디자인 및 개발

수요 특성

수요 프로파일

고객 선호

시장 구성

산업 구조 

가치사슬의 복잡성

공급 제약

유통 제약

자산 구조

규제 조건

실행 기술. 기술은 인쇄기부터 증기엔진, 전기, 마이

크로프로세서까지 직간접적으로 사회와 경제의 

변화를 추진해왔다. 핵심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목격

하는 격변적 잠재력의 근원이다. 촉매제로서 실행

기술은 역량, 구조, 비즈니스의 경제학, 사용자, 문화 

측면의 급진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실행 기술의 빠른 발전은 후속적인 파생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특징지어 진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음악으로의 변화로 노래와 

CD가 온라인으로 유통될 수 있게 됐다. 이후 빠르게 

파일 공유 프로토콜과 보호,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 

스트리밍 서비스의 개발, 특화된 디지털 장터가 이어

졌다. 비슷하게 3D프린팅은 소규모 제조업체의 원가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했고, 이에 더해 제조업 

생태계 내에서 기술적 진보와 기반시설의 발전(예. 

디자인 설계의 수정과 라이센싱에 대한 규약)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핵심 기술의 가성비가 개선되면서 이들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혁신도 전통적인 산업과 

학문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러한 혁신이 계속 겹쳐

지면서, 기술적 진보가 기하급수적인 기술혁신 주기

에서 혁신의 수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컴퓨터 

지원 디자인 (Computer-Aided Design, CAD) 소프트

웨어 제조사인 오토데스트(AutoDesk)가 주도하는 

사이보그 프로젝트(Project Cyborg)를 이런 사례로 

들 수 있다. 사이보그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 모델링, 시뮬레이션,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정교한 애널리틱스를 수행하는 능력과 3D프린팅 

기술 및 재료공학의 발전을 결합해, “생물 과학을 

디자인과 공학적 과제로 재구성”했다. 이는 생명공학, 

약리학, 재료공학에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고객의 사고방식. 비즈니스는 고객의 수요에 따라 

추진된다. 하지만 고객의 가치, 선호도, 기대수준은 

고정돼있지 않고, 또한 (비록 비즈니스 목적으로 광범

위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유용하지만) 보편적

이지도 않다. 우리가 고객에 대해 논의할 때 개인 고

객들을 먼저 생각하지만, 비즈니스 고객들 또한 가치, 

선호도,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유니콘, 블랙스완, 기하급수 기술의 세계에서 격변적 전략을 예상하기

9

그림 4. 글로벌 환경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설명해주는 일부 대표적인 촉매제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필요가 있다. 어쨌든 개인 소비자든 기업 고객이든, 

고객은 그들 주변에서 보는 것, 개인 생활 및 직업적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경험하는 것, 그리고 재정적 

사회적 압력을 통해 형성된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고객이 표출하는 가치에 변화가 일어

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3년 4월 방글라데시 

의류 공장 붕괴사고 이후 <뉴욕타임즈>나 <NPR

(National Public Radio, 전미 네트워크의 비영리, 

공공 라디오 방송)>의 보도가 노동 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한 결과 일부 유통업체와 

제조기업은 새로운 관행을 채택했다. 또 다른 경우

에는, 가치나 선호도의 변화가 아닌 현재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어려웠던 무언가를 가능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소비자는 적절한 가격에 보다 개인화된 

상품을 구할 수 있길 기대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비자들은 적절한 가격을 “표준” 제품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때로 변화는 맥락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 미국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의 참여와 “자가조립(Doing it 

yourself)”은 최근 들어서 건강과 교육 부문 같은 

영역으로 확대됐다. 

실행기술 

연결성을 풍부하게 하는 디지털 인프라

정교한 제조 기기에 대한 적절한 가격 접근성

세상을 작게 만들어 주는 더 저렴하고, 빠르고, 보다 신뢰할만한 운송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만들어 주는 적절한 가격의 센서 

고객의 생각

“최고를 원함”에서 “기본적인 수준에 만족”으로 변화 

표준화에 대한 수용에서 개인화에 대한 기대로 변화

소유에서 접근성으로 변화

수동적 고객에서 적극적 맞춤 요구자로 변화

플랫폼

고립을 줄여주는 종합 및 소셜 플랫폼 

재고와 유통 비용을 절감해주는 종합 플랫폼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확장 가능한 학습 플랫폼

협력을 증진시키는 학습 및 종합 플랫폼

경제

자원부족에 대한 인식이 공유하려는 의지를 증대 

제한된 구매력이 선금 지급 의지를 감소

제한된 구매력으로 적절한 가격의 다용도 제품 수요 증가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적당히 충분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공공정책 

지적자산에 대한 보호 대신 자율 규제 및 오픈 소스

규제 및 법제적 구조가 “일단 지켜보자(Wait and see)”는 접근법을 채택

현지의 의사 결정 및 예산 설정 

세금 혹은 법적 코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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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객의 사고방식 변화는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실행 가능성이 수요의 확산에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고객은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거나 가능

하다는 것을 알 때까지 이에 대한 선호도를 굳이 표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판매자와 생산자가 

고객에게 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갑자기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기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광고 고객들은 2000년까지 예상 도달률에 

기반한 광고비를 지불했다. 그러다 구글애드워즈

(Google AdWords)와 같은 서비스가 동작(클릭)에 

따른 광고비 책정방식을 제공하기 시작하자. 이제 

기업 고객은 웹 호스팅부터 데이터센터와 사무실 

공간까지 고정된 선금 지불보다 실적에 따른 지불

방식 그리고 사용량 기반 가격책정을 기대한다. 

소비자 행동의 변화는 고객의 사고방식 속에 존재

하는 촉매제로서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의 운영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는 고객이 가치나 선호도의 우선순위를 재설정

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은 자신

들이 가치를 두는 것—개인화—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다. 개인화된 제품이 “표준적인” 대중시장 상품

보다 반드시 비용이 더 드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플랫폼. 광범위하게 정의하자면 플랫폼은 자원과 

참여자가 서로에 대한 필요에 따라 접근이 편하도록 

지원하는 도구이다. 플랫폼은 자원과 참여자의 풍부한

생태계를 위한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가 있고 다양한 맥락으로 용어가 사용

되지만 잘 기능하는 플랫폼은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공유한다. 즉 관리구조와 실행지원 규약의 집합이다. 

관리구조는 참여자의 자격과 역할, 상호작용과 분쟁

해결을 결정하는 일련의 규약으로 구성된다. 실행지원

규약 혹은 표준은 연결, 공조,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다. 가장 효과적이고 그 결과 가장 촉매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서, 지배 구조와 역량을 부여하는 규약은

참가자를 유인하거나 확장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

면서, 플랫폼 내의 신뢰를 조성하는 매끄러운 상호

작용을 촉진하기에 충분한 구조를 제공한다. 

촉매제로서 플랫폼을 우리는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파악했다.  

• 종합(Aggregation) 플랫폼은 거래를 촉진하고, 

사용자들과 자원을 연결해주며, 허브 앤 스포크 

모델로 운영된다. 

• 소셜(Social) 플랫폼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고, 그물망 

연결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 동원(Mobilization) 플랫폼은 사람들이 명분이나 

비전을 중심으로 함께 행동하도록 촉진한다. 이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경향이 있다.

• 학습(Learning) 플랫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사이트를 공유하도록 촉진한다. 이는 참가자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더 많이 끌어내도록 함께 협업

하면서 깊고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를 조성한다.

경제. 거시경제의 요소들,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 

금리, 환율 등은 기업과 개인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붕괴 

이후 미국 신용시장의 경색과 같은 거시경제의 심각한

변화는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구매와 투자 결정의 근간이 되는 가정과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친다. 거시경제 변화의 지속성에

따라 이는 기존 기업과 신규 진입자 모두에게 도전 

혹은 기회가 된다. 

하지만 주기적인 경기 요인들을 감안해도 주기가 

끝났다고 격변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07

년과 2010년 사이, 예를 들어 미국에서 소비자 

지출은 거의 8%가 줄었고 일부 고객들, 개인 및 기업 

소비자 모두가 더 비용을 의식하며 불필요한 구매를 

줄였다. 이처럼 연관된 행동—적게 구매하고 낮은

가격의 제품과 브랜드를 구매—은 경제가 개선됐음

에도 불구하고 계속됐다. 이는 선택의 범위가 넓어

졌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이해했기 때문이다. “더 

저렴한 제품으로 전환한 소비자 중 46%가 그 제품

들이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경제적 변화가 새로운 접근법의 일부 측면을 

촉진하거나 창조적 파괴의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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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새로운 접근법이 임계치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된다면, 특히 네트워크 효과가 발달하는 영역

에서 창조적 파괴의 위협은 경제적 순환주기와 관계

없이 지속될 것이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에어비엔비

와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협업 소비 모델은 2008년 

금융 위기와 그 이후 불황기의 경제적 불확실성과 

절약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시작됐다. 이 상황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었다. 그들

은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기업의) 성장을 일으

킬 수 있는 새로운 모델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 

공공정책. 정부가 비즈니스 환경과 사회의 특정한 

영역에 대한 개입 수준을 바꾸면 비즈니스는 제약

되거나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된다. 공공정책 환경은

법규나 규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금, 노동, 환경, 

무역, 관세, 시장과 개개인의 정치적 안정성 등의 

변화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모든 미국 시민의 건강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오바마 건강보험법은 건강 

보험과 고용을 분리함으로써 노동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변화된 

행동은 기업에 새로운 압력을 가할 수도 있지만, 

건강 관련 기업에게 다른 방식으로 고객 대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다. 한편 마리

화나의 합법화는 법이나 규제의 철폐로 사업 기회가 

생겨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만약 마리화나의 합법

화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다면, 이러한 기회가 

격변을 일으키는 것이 증명될 수도 있다(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제약회사와 특정 암시장 조직에게). 

우리는 “공공 정책”이라는 용어에 정부를 대리하는 

규제 기관이나 조직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한 사례

로는 소송으로 점철된 특허권 환경과 대비되는 자율 

규제, 오픈소스 방식의 크레에이티브 커먼즈(Cre-

ative Commons,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몇 가지 이용방법과 조건을 붙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용 허락표시 제도) 허가제가 

가지는 영향력이 있다. 

코닥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자. 디지털 카메라가 

추구할만한 고객가치가 없었던 1975년과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 사진 사업을 붕괴시킨 2015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일까? 이 사례에서 실행 기술은 

촉매로서 주연 역할을 맡았다. 디지털 기술의 낮아

지는 가격과 높아지는 품질은 대중 시장에서 사진의 

디지털화와 가격 적절성을 가능하게 했다.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카메라의 크기를 기존 카메라 수준

으로 축소시켰다. 디지털 카메라의 가격은 대중 

시장에서 인기 있는 110mm와 똑딱이 카메라보다 

비쌌지만, 대부분 사용자를 대부분의 경우 만족

시켰다. 또한 소비자의 사고방식도 기술과 함께 

촉매 역할을 했다. 노트북과 PC 보급이 확산되면서 

대중은 인터넷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데 점점 

더 익숙해졌다. 또한 이메일이나 오포토(oFoto, 

2001년 코닥에 합병), 스냅피쉬(Snapfish)와 같은 

온라인 처리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를 제작

하고 공유하는 사람들도 증가했다. 이처럼 사진을 

찍는 평균적인 소비자들의 바람은 특별한 한 순간을 

포착해 종이에 출력 후 앨범에 넣는 것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카메라로 그 순간의 이미지를 기록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소셜 플랫폼이 일상화 되어

가면서 이 역시 이미지 경험과 공유에 대한 새로운 

문을 열었고, 디지털 카메라는 단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제품에서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제품이 

되었다. 

코닥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촉매제는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촉매제와 상호작용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강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한 

시장에서의 혁신은 실행 기술이나 소비자의 사고

방식 변화를 통해 다른 많은 곳에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카메라와 음악 다운로드가 실시간 

소비 시점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변화시킨 

점을 생각해보라. 이러한 기대는 도서, 영화, TV, 

그리고 이제는 식품점 및 기타 물리적 상품과 같은 

다른 분야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혁명시대 격변의 9가지 패턴

12

왜 기존 기업은 대응하지 못하는가? 

존의 선도 기업이 신규 진입자에게 시장을 뺏긴

사례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들은 왜 대응하지 못했나? 정리해고나 설비 폐쇄 

같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이다. 

이는 격변은 나중에 돌아볼 때 훨씬 알아보기 쉽기 

때문이다. 기존 기업은 발생하고 있는 위협을 인식

하고 있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위협의 패턴과 형태를 이해하면 기업

들이 당면한 위협을 식별하는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심지어 기존 기업이 신규 진입자(혹은 새로운 접근

법)를 인지하고 유능한 관리자들이 책임을 맡고 있어

도, 새로운 사업 관행을 채택하거나 신상품을 개발

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많은 요인들—잘못된 의사

결정, 번잡한 절차, 경직된 문화, 변화주도 리더십의 

부재—이 위협의 특별한 형태나 패턴에 상관없이 

기업의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 특히 많은 대기업들이 

엄격하게 정의된 절차, 경직된 계획, 예산 과정이라는 

경직된 내부절차와 더욱 유동적이고 상호 연결되는 

환경간의 불일치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대기업들의 

주요 관심사가 현상유지라는 점에 비춰볼 때, 불확실

성을 다루면서 리스크는 확대강조하고 혜택은 평가

절하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아래에서 논의하겠지만 

기존 기업의 특성이 격변의 시점에서 특정 유형의 

위협에 대한 적응에 장애물이 된다. 

기존 기업의 대응능력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세가지 

범주로 나뉘며, 이는 초반에 위협을 인지하는데 있어 

맹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첫째는 새로운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면 자사의 수익 흐름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신규 진입자는 원가 구조가 근본적

으로 다른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거나 제품을 완전히 

재구상할 수도 있다. 기존 기업이 이를 따라 하면 기존

제품의 수익을 잠식하면서 새 제품을 복제하거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가격 모델을 

채택해 자사의 제품 수익성을 악화시켜야만 한다. 

따라서, 분기별 손익 보고서를 공시하고 지속적으로 

수익기대치를 충족해야 하는 상장기업의 경우, 기존 

수익 흐름의 수익성을 높이는 편이 단기 수익을 포기

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비즈니스를 변환시키는 

것보다 더 쉽다. 

또한 디지털 시대는 사업 부문의 무료화 혹은 전체 

산업의 무료화라는 당혹스러운 문제를 제기했다. 많은

미디어 관련 기업들이 이미 이 현상과 악전고투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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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 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에서 가장 

큰 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 

자체가 매출 측면에서 아예 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료 광고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Craig-

list)가 확산되면서 과거 작은 3단 광고를 통해 창출

되던 거의 150억 달러의 수익이 2000년과 2012년 

사이 신문 업계에서 사라졌다. 급속히 변하는 시장

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는 일은 가능한 한 

끝까지 버티는 것보다 매력적이지 않다. 

두 번째 장애물은 새로운 접근법이 기존 자산과 

투자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신규 

진입자가 제공 상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기존 기업의 자산은 부채가 된다.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론은 대규모 선행투자나 자산집중적 투자의 

필요성을 줄이거나, 상당한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양쪽 모두, 기존 기업의 현재

자산은 무용지물이 된다. 대기업은 과거에는 대규모

자본투자가 형성하는 진입장벽 덕분에 혜택을 

입었지만, 갑자기 값비싼 비유동적 부채로 변한 

자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새로운 접근법을 인식하고 따라 하려면, 기존 기업은

자사의 전통적인 제품의 기반이 되는 자산을 상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업부나 설비의 폐쇄가 수반

돼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산을 상각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

되며, 비용이 많이 들고, 조직 정치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기존의 유형자산 투자로 인한 문제는 제조업

이나 운송업의 물리적 자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존 기업의 부동산이나 기타 인프라 자산 같은 

투자도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기업이 특정한 

판매 역량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대규모 인적 물적 

투자를 진행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애물은 새로 등장하는 

위협이 기존 기업의 비즈니스와 시장에 대한 근본

적인 가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신규 

진입자와 새로운 접근법으로 경쟁하려면 기존 

기업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완전히 다른 관점

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종종 도전 받는 가정 

자체가 기업에게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라 검토되지 

않고 지나쳐 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 전념

하는 기업이 제조업 이외의 다른 영역을 생각하지도 

않고, 진출해서도 안 된다는 신념이 강한 경우이다.

오랜 기간 성공적이었던 기존 기업의 경우, 전체 

조직이 과점시장에 있는 소수의 주요 경쟁사들을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앞지르는 데 집중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환경에서 경쟁적 역동성은

고정되고 잘 알려진 것처럼 비쳐진다. 기존 기업은 

자사의 건전성과 실적을 주요 경쟁사와 비교해서 

평가하고, 가격 경쟁과 제품 차별화에 자원을 집중

한다. 하지만 이렇게 규정된 경계선 너머에서 나타난

신규 진입자들은 처음에는 경쟁자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시장 근시안은 시장과 경쟁자를 너무 

좁게 정의하는 기본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 

문제는 기존 기업의 시장에 대한 이해와 산업 내

에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식에 이의를 제기

하는 새로운 경쟁자들의 존재 때문에 더 악화된다. 

크리스텐슨(Christenen)이 확인했듯이, 과거에는 

보편적이었던 시장 조건하에서의 기업의 “뛰어난” 

관리방식이 이제는 기업이 격변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많은 경우, 기존 

기업은 과거에는 사업을 위해 합리적인 것으로 

보였던 행동을 미래를 위해서도 계속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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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창출을 위해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는 신규 진입자 

든 기업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기존 기업들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데 성공했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촉매제의 효과와 시장 변화를 통해, 과거에는 

충분했었던 가치가 현재와 미래에는 부족하게 되는 

이유는, 새로운 접근법을 가진 신규 진입자가 새로운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해 기존 기업의 약점을 공략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접근법은 선택범위 확장, 편의성 증대, 미

충족 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고객가치를 높이

거나, 리드타임의 감소, 반응성의 개선, 획기적인 비용 

절감과 낭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절감시킨다. 

하지만 격변의 잠재력을 가진 강력한 새로운 가치는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아니다. 가치는 기업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트레이드오프의 관계에 있다. 

현상유지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격변적인 

새로운 가치는 오로지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새로운 접근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타트업의 

사업 발표회에서, “우리는 어떤 분야의 우버가 되려고 

합니다.”라는 비슷한 발표를 몇 차례 겪어보면 새로운 

접근법이 단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례 연구들을 살펴 보고, 그리고 

특히 유니콘들을 검토한 후에, 우리는 무엇이 새로운 

접근법을 구성하는 지에 대해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물론, 오늘날 유비쿼터스 디지털 인프라와 핵심 기술

요소들의 가성비 개선이 새로운 접근법들의 기반이 

된다.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과 모바일 및 센서 

기술의 빠른 발전이 없었다면 우버나 에어비엔비는 

상상할 수도 없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접근법은 

단지 새로운 기술 그 이상이다. 새로운 접근법에는 

고객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법, 가치창출 과정에 

접근하는 법, 그리고 기하급수적 발전 곡선의 시작점

에 놓여있는 많은 세상에서 가능한 것들에 대해 다시 

상상해 보는 법이 포함된다. 디지털이 계속해서 비즈

니스 환경에서의 역할, 기관들과 개인들, 상호관계를 

재정의하는 동안, 기하급수적인 차세대 물결—디지털 

생물학,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이 가치를 창출하고 포착하는 이들 새로운 방식을

더욱 확장시킬 것이다.

모



유니콘, 블랙스완, 기하급수 기술의 세계에서 격변적 전략을 예상하기

15

재앙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든 조직의 리더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예측 불가능한 도전과제들을 회피하길 

원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격변의 위협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기존 기업 

사업의 맥락에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확장 

가능한 효율성, 예측성, 표준화가 중요했던 20

세기에 성장한 기업들은 현재 매우 도전적인 환경에 

처해있다. 어떤 방법론과 실무관행이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할지에 대한 기본 가정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새로운 인프라는 일련의 새로운 우선순위와 

트레이드오프를 제기한다. 과거에 기업의 성공을 

이끌었던 경쟁적 우위가 이제는 정확히 위협을 

식별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방해요인

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패턴: 다가올 위협의 형상. 최근 시장에서 관찰되는 

사례를 연구한 결과, 우리는 격변자가 특정한 시장 

환경에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격변의 9가지 패턴을 파악했다. 이 9가지 

패턴은 일반화해 적용될 수 있다(그림 5). 이들 

패턴은 여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전반적인 혼돈을 일으키지는 않는 격변에 대해 설명

해준다. 격변이 기존 기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발생하려면 특정한 맥락이 필요하다. 각각의 9가지 

패턴은 특정한 조건하에 있는 기존 기업의 입지를 

변화시키는 전술과 촉매제의 특정한 조합이 핵심

이다. 패턴은 예측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고, 9개 

패턴으로 모든 격변을 기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순차적으로 패턴이 발생할 수 있다. 한가지 패턴이 

다른 패턴으로 연결되어 연쇄적으로 더 큰 변화를 

불러온다. 

위협을 접근법, 촉매제, 조건들의 패턴으로서 

체계화하면 잡음을 걸러내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 

본질을 파악하기 용이해진다. 이들 9가지 패턴은 

기업, 시장, 환경을 바라보는 렌즈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들 패턴은 기존 기업의 경영진들이 사업과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변에 대해 진지

하게 논의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기업의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하나? 

변화에 직면했을 때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지는 

심리적 반응이 있다. 즉,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변화—심대한 변화—가 비즈니스 환경에 중요한 

일부가 되어감을 이해할수록, 변화가 창출하는 

기회를 포착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몇 

가지 단계를 살펴보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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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상황을 평가한다: 어떤 유형의 
위협에 나의 비즈니스가 취약한가? 

시장은 격변의 요인들이 농축된 배양접시와 같다. 

촉매제가 끊임없이 접시 안의 환경을 변화시킨다. 

새로운 접근법이 적합한 조건을 만났을 때 기존 기업이

대체된다. 시장변화의 조건은 위협의 유형이나 패턴

마다 다르다. 동시에 앞에서 설명했듯이 관련 시장의 

경계도 불분명해지고 있다. 지리적, 인구적 경계와 

마찬가지로 산업의 경계도 흐려지고 있다. 당신이 

시장을 너무 좁게 정의하면, 위협과 기회 모두를 파악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넓게 정의하면 시장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무의미 해진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9가지 패턴에 대한 다음 

장의 내용은 제품, 수요, 시장의 특성에 대한 일련의 

질문을 담고 있다. 이러한 시장 조건 프레임워크는 

시장에 가장 위협이 되는 특정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가치 있는 진단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시장의 정의나

조건이 진화하면, 리더는 진단 프레임워크의 가정을 

변화시켜 사용할 수 있다. 

변화하는 맥락을 모니터링한다: 
때로 앞을 내다보는 최선의 방법은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다.

격변의 위협이 당신의 시야 밖에서 나타나 지금 당장 

인접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는 것과 

이에 대응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이다. 격변의 패턴에 

대한 인식은 리더가 모니터링해야 할 촉매제들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자신의 산업과 다른 산업에

서 겉보기에는 상관없는 전개 과정을 다른 렌즈를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해준다. 동시에, 패턴은 

빅 뉴스의 이변에 있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유니콘의 이야기에 매혹되거나 기존 기업의 실패

스토리의 세부사항에 너무 연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5. 격변의 9가지 패턴

① 시장 도달범위의 확장
분산화된 구매자와 판매자를 언제 어디서나 연결해준다.

② 인접 시장의 저활용 자산 활용
가장자리에서 기회를 키운다.

③ 제품의 플랫폼화
외부인들이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④ 동료들을 연결하기
직접적인 P2P 연결을 조성한다.

⑤ 제품 개발의 분산화
하나를 창조하기 위해 다수를 동원한다.

⑥ 제품과 서비스의 분리 
원하는 것만 제공하며,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

⑦ 가치사슬의 단축
더 적은 투입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도록 전환한다.

⑧ 사용량에 따른 가격책정
사용에 필요했던 선투자 장벽을 낮춘다.

⑨ 제품의 융합
1+1>2가 되도록 한다.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한다 가치/가격 방정식을 변환한다 

가격

가치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격변의 패턴” 사례연구 시리즈 

이번 장에서 기술한 패턴에 대한 설명은 요약이며, 기업들이 현재 사업의 진화경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어지는 “격변의 패턴” 사례연구에서, 각각의 9가지 패턴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를 

대표적인 사례뿐 아니라 보다 새로운 유형적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각각의 사례에서, 우리의 목적은 기업 

경영진들이 그들의 비즈니스와 연관 시장의 격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야 할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래의 형식은 시장 혹은 산업의 독특한 맥락 내에서 각각의 범주에 대한 토의와 숙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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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격변의 패턴” 사례연구 시리즈는 각 패턴의 확장된 정의와 빠른 참조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 도달범위의 확장 
분산화된 구매자와 판매자를 언제 어디서나 연결해준다.

조건  
어디에서 진행되는가?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고객, 
고객에게 배송될 수 있지만 찾기 힘들고 
차별화된 광범위한 상품이 있는 시장

소비재 
유통업체
수공예품

더 취약한 더 저항성이 높은

공공부문
고등 교육 

헬스케어
제공자 

자동차
제조업체

석유 및 
가스

공급업체 

실행 기술 
풍부한 연결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인프라 

정교하지만 알맞은 가격의 생산 수단에 
대한 접근성 제공

고객의 사고방식 변화
표준화된 제품에서 개인화된 제품으로

플랫폼
확장 가능한 학습 플랫폼 덕분에 
장벽이 낮아진다.

핵심 수익 흐름을 잠식 
디지털 장터에서의 경쟁으로 이익 마진이
낮아지고 물리적인 채널의 수익이 잠식된다.

중요 자산의 가치 상실
오프라인 유통, 제조, 물류시설에 행했던 
상당한 투자의 가치가 떨어진다.

핵심 가정에 이의 제기
고객이 구매를 위해 얼마나 많이 물리적 
시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가정을 
변화시킨다.

수익 자산

가정

촉매
언제?  

영역

과제
왜 대응하기 어려운가?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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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탐색의 절차는 재난을 피하고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 

과정이다. 

과거와 절연하기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각각의 패턴이 시사하는 

특정한 전략적, 전술적인 대응을 이해하면서 기존 

기업은 임박한 격변의 감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에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기업들이 대응에 실패하는 

공통된 이유는 미래가 과거에 입각한다는 관념이다. 

연간 예산 배정의 변화율이 낮다는 점에서 증명되듯이

전환과 변화에 대한 수사적인 동의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현상유지를 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보다 합리화하려는 인간의 능력은 

더욱 본능적이고 강하다. 

역설적인 것은 지금까지 기업이 성공적일 수 있게 

해준 바로 그 요소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행동에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매몰비용과 과거의 

투자, 즉 조직의 수익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행했던 

노력, 지식과 노하우를 쌓기 위해 들였던 시간과 작업,

현재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 등이 

기업의 눈을 가리고 조직적 관성을 키운다. 

데이터의 역할 및 분석적 엄정함과 임원진을 위한 

체계 형성 및 이해 형성 과정간의 긴장에 대해 캐이틀린

섯클리프(Kathleen Sutcliffe)와 클라우스 베버(Klauss

Weber)가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변화의 시기에 가장 

뛰어난 실적을 거둔 기업들은 겸손함과 낙관주의라는 

역설적 조합을 보유한 리더들이 이끌고 있었다. 연구

결과는 조직의 부족함과 역량 격차를 인식하지만, 

또한 조직의 학습 및 적응 능력에 확신을 표하는 리더

들이 행동을 촉진하고 조직의 관성을 넘어서 성공에 

도달할 확률이 가장 높음을 밝혀줬다. 대응을 구체화

하기 전에 기존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아마도 조직 차원에서 과거에 성공을 가져다 

줬던 비즈니스 관행, 제도적 구조를 ‘망각’하는 것이다. 

개인적 수준에서 리더는 자신만의 틀을 깨고 창조 

체계를 확장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의도적으로 기존의 안전지대

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비무환: 대응에 대한 프리뷰

기업에 대한 위협이 취할 수 있는 형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위협의 형태와 위협이 발생하는 맥락을 설명하는 

패턴을 통해, 비즈니스 리더는 앞을 내다보고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전개 상황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물론 격변을 예측하는 것은 방정식의 일부일 뿐이다. 격변에 직면한 기업에겐 크게 보아 아래 3가지 선택 안이 있다. 

• 참거나 나간다. 격변의 위협에 직면한 기업은 격변이 발생할 특정 시장을 떠나 보다 지속가능한 사업이나 시장을 찾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연구했던 시장에서 대체된 기존 기업과 달리 이러한 조치는 시장 탈출의 시점과 과정을 아직 통제할 수 

있는 기존 기업이 내리는 선택이다. 

• 자신이 격변이 된다. 앞서 언급한 기존 기업이 격변에 대응하는 데 실패하는 모든 이유 때문에 이는 어려운 선택이다. 하지만 

유비무환, 각각의 장애물은 기존 기업이 미래 시장의 역동성을 미리 인지하면 극복할 수 있다. 긴급히 자사의 핵심 가정을 

검토하거나 기존의 자산과 수익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계획을 세운다. 

• 격변자를 약화시킨다. 주어진 패턴이 시장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을 이해함으로써 기존 기업은 특정 형태의 격변이 일어날 

확률을 낮추도록 시장을 형성하고 촉매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들 3가지 대안의 실행은 어렵고, 예상되는 격변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대안을 실천할 수 있는 기존 기업의 고유한 역량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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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 도달범위의 확장  

그림 1. 패턴의 스냅샷 

시장 도달범위의 확장   
분산화된 구매자와 판매자를 언제 어디서나 연결해준다.

조건 
어디에서 진행되는가?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고객, 고객에게 
배송될 수 있는 찾기 힘들고 차별화된 
광범위한 상품이 있는 시장 

소비자 상품 
유통업 

수공예품

더 취약한 더 저항성이 높은

공공부문
고등 교육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 

자동차 
제조업체

석유 및 
가스 공급업체 

실행 기술 
풍부한 연결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인프라 

정교하지만 알맞은 가격의 생산 수단에 
대한 접근성 제공 

고객의 사고방식 변화 
표준화된 제품에서 개인화된 제품으로

플랫폼
확장 가능한 학습 플랫폼 덕분에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공공정책
규제의 변화가 신규 시장의 발달을 허용

핵심 수익 흐름을 잠식
디지털 장터에서의 경쟁으로 이익 마진이 
낮아지고 물리적인 채널의 수익이 잠식된다.  

중요 자산의 가치 상실
오프라인 유통, 제조, 물류 시설에 행했던 
상당한 투자의 가치가 떨어진다. 

핵심 가정에 이의 제기
고객이 구매를 위해 얼마나 많이 물리적 
시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가정을 
변화시킨다.

수익 자산

가정

촉매
언제?  

영역

과제
왜 대응하기 어려운가?  

사례 아마존 x 보더스       ㅣ       인디뮤직 x 주요 음반사       ㅣ       넷플릭스 x 블록버스터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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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접 시장의 저활용 자산 활용

그림 1. 패턴의 스냅샷 

인접 시장의 저활용 자산 활용  
가장자리에서 기회를 개발한다.

조건  
어디에서 진행되는가? 

대규모 자본 투자를 요하는 불안정한 

수요가 있고 인접 시장에서 저활용되고 

있는 대체 자원이 풍부한 시장 

근거리 
수송

전력 
발전

하이엔드 
패션

화학제품 
공급자 

실행 기술 

풍부한 연결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인프라

강력하고 적절한 가격의 센서 

실시간 애널리틱스의 발전 

고객의 사고방식 변화 

소유에서 접근으로  

핵심 수익 흐름을 잠식 

인접 시장의 저활용되던 자산을 일부 

비용만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존의 수익과 

마진을 잠식할 수 있다. 

중요 자산의 가치 상실 

값비싼 기존 자산의 경제적 자립성이 약화된다.

핵심 가정에 이의 제기

고객에게 어떤 자산이 가장 가치 있는지에 

대한 가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수익 자산

가정

촉매
언제?  

영역

과제
왜 대응하기 어려운가?  

사례 우버 x 택시        ㅣ       에어비앤비 x 모텔       ㅣ       에너지 저장 x 전력회사

운송                                        숙박 전력 발전 

더 취약한 더 저항성이 높은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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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품의 플랫폼화

그림 1. 패턴의 스냅샷 

제품의 플랫폼화 
외부인들이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조건  
어디에서 진행되는가? 

긴밀하게 통합되고 표준화된 제품만이 

존재하는 시장이 제3자에 의존하고 매우 

다양한 제품 사용분야 전반에 걸쳐 고객의 

타협을 요구하는 상황

소비재-
가전제품

자동차 
제조사

가구 화학제품 
공급자

일용품
식료품

실행 기술 

풍부한 연결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인프라

고객의 사고방식 변화  

소비자에서 주문자로

플랫폼

협력을 증진하는 확장 가능한 학습 및 

종합 플랫폼

핵심 수익 흐름을 잠식 

표준화된 제품의 수익과 마진은 보다 

많은 제3자의 맞춤형 옵션이 가용해지면서 

줄어들 것이다.

중요 자산의 가치 상실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의 

제조 설비와 장비를 상각할 필요가 있다.

핵심 가정에 이의 제기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언인지, 

그리고 협력자와 경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정에 변화가 일어난다.

수익 자산

가정

촉매
언제?  

영역

과제
왜 대응하기 어려운가?  

사례 안드로이드 x 심비안       ㅣ       PC 운영 체제 

모바일 소프트웨어                         PC 소프트웨어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더 취약한 더 저항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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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료들을 연결하기

그림 1. 패턴 스냅샷  

동료들을 연결하기  
진화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 가장자리에 권한을 부여한다.

사례 깃 x 공동 버전 시스템       ㅣ       오픈바자 x 크레이그리스트       ㅣ       우조 뮤직 x 스트리밍 서비스

조건  
어디에서 진행되는가? 

참여자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 
집중화된 통제에 의존하여 비효율, 가치 
있는 정보에 대한 제한된 접근, 신뢰의 
감소가 일어난 시장

신용 평가 
보고

더 취약한 더 저항성이 높은

기장 업무 폐기물 
관리

석탄 채굴

실행 기술

물리적인 것을 디지털로 변환

정돈된 독점적 데이터 더미에서 열린 
데이터의 흐름으로 변화

플랫폼
보호에서 공유 플랫폼 규약으로 변화

고객의 사고방식 변화
통제에서 신뢰로

표준화의 수용에서 개인화에 대한 기대로

조직 내부만의 연결에서 기업들 전반에 
걸친 연결로

핵심 수익 흐름을 잠식 
더 많은 참여자들이 생산 요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독점적 데이터와 규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줄어들 것이다.

중요 자산의 가치 상실
중앙 집중화와 권력의 집중을 주도하는 
독점적 자산들은 또한 기존 기업들이 자사 
외부에서 이들 자산을 활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핵심 가정에 이의 제기
중앙 집중화와 통제를 통해 얼마나 많은 가치가
창출되고 확보되는 지에 대한 가정이 변화한다.

수익 자산

가정

촉매
언제?  

영역

과제
왜 대응하기 어려운가?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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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품 개발의 분산화

그림 1. 패턴 스냅샷

분산화된 제품 개발
하나를 만들기 위해 다수를 동원하기

조건  
어디에서 진행되는가? 

정보가 풍부한 시장으로 이곳에서 고객들은 
넓은 범위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단일 제품에 
대체로 만족하고, 제품 공급사들은 드물게 
제3자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리고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  

기술-
소프트웨어                             

더 취약한                                                                 더 저항성이 높은

생명과학 석유 및 
가스 공급업체

일용품
식료품

실행 기술  
풍부한 연결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인프라

고객 사고방식의 변화 

수동적 고객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플랫폼 
협력을 촉진하는 확장 가능한 학습 및 
종합 플랫폼

중요 자산의 가치 상실 
개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제품 제조 
설비의 상각이 필요할 수 있다.

핵심 가정에 이의 제기 
고객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제3자가 
제품 개발에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정에 변화가 일어난다.

수익 자산

가정

촉매
언제?  

영역

과제
왜 대응하기 어려운가?  

사례 위키피디아 x l 

브리태니커/엔카르타

트립어드바이저 x l

여행 안내서

포털플레이어 x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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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품과 서비스의 분리

그림 1. 패턴의 스냅샷 

제품 및 서비스의 분리  
원하는 것만 제공하며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

사례 아이튠즈 x 타워레코드   ㅣ   크레이그리스트 x 신문 안내 광고   ㅣ   왓츠앱 x 무선이동통신사업자 

조건 
어디에서 진행되는가?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혹은 고가의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에 의지하는 시장. 이 제품은 
유통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공공부문
고등교육 

더 취약한 더 저항성이 높은

테크 CP
소비자 전자제품 

자동차 
제조업체

전력 및 
유틸리티 공급업체

석유 및 가스
공급업체 

실행 기술

풍부한 연결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인프라

정교하지만 알맞은 가격의 생산 수단에 
대한 접근성 제공

고객의 사고방식 변화
“원하는 것 이상”에서 “딱 원하는 것만”으로 
기대의 변화

플랫폼
시장 도달범위를 늘려주는 종합 플랫폼

핵심 수익 흐름을 잠식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진 제품을 분리해서 
제공하면 수익과 마진을 잠식할 것이다. 

중요 자산의 가치 상실 
기존의 생산 시설과 유통 인프라를 제품 및 
서비스의 분리를 위해 상각이 필요할 수 있다. 

핵심 가정에 이의 제기
고객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 지 어떤 제품
형상을 선호하는 지에 대한 가정에 제기한다. 

수익 자산

가정

촉매
언제?  

영역

과제
왜 대응하기 어려운가?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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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가치사슬의 단축

그림 1. 패턴의 스냅샷 

가치사슬의 단축
가치 제공의 단계를 변환한다.

사례 디지털 카메라 x 코닥       ㅣ       델 x PC 제조업체       ㅣ       이케아 x 가구 제조업체 

소비자 상품
패션 

금융 서비스 
뱅킹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

TMT-텔레콤 
인프라 

공급업체 

전력 및 
유틸리티 공급업체 

항공기 
제조업체

영역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더 취약한 더 저항성이 높은

조건 
어디에서 진행되는가? 

높은 재고 가격 및 파편화된 고객 기반을 

보유한 시장에서 소유 및/또는 사용하기에

값비싼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길고

/느린 가치사슬에 의존하는 경우

실행 기술 

풍부한 연결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인프라  

저비용의 물리적, 디지털 유통 기술 

고객의 사고방식 변화 

수동적 고객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플랫폼

고객 구매력을 강화하는 통합 플랫폼

핵심 수익 흐름을 잠식 

기존 채널과 제품 구성으로부터의 수익이 

약화될 것이다. 

중요 자산의 가치 상실

가치사슬을 단축하기 위해 기존 생산 설비 

및 장비를 상각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핵심 가정에 이의 제기

고객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한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정을 바꾼다.

수익 자산

가정

촉매
언제?  

과제
왜 대응하기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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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용량에 따른 가격책정

그림 1. 패턴의 스냅샷 

사용량에 따른 가격책정  
사용량 기반의 가격책정으로 초기 투입비용의 장벽 낮추기

조건  
어디에서 진행되는가? 

초기 투입비용이 높고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값비싼 제품/서비스로 상당한 자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시장

자동차 
제조업체

더 취약한 더 저항성이 높은

금융 서비스와
보험 

하이 엔드
패션

항공기 
제조업체

소비자 
전자기기

부동산

실행 기술
풍부한 연결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인프라

적절한 가격의 강력한 센서

고급 실시간 분석

고객의 사고방식 변화 
소유권에서 접근으로

경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는 선금 지급을 
기피하려는 욕구가 커진다 

핵심 수익 흐름을 잠식
새로운 가격책정 모델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선수익이 줄어든다.

핵심 가정에 이의 제기
고객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정에 변화가 일어난다.

수익 자산

가정

촉매
언제?  

영역

과제
왜 대응하기 어려운가?  

사례 세일즈포스 x 직접 설치        ㅣ       IaaS x 서버 OEM

CRM 소프트웨어                                    서버 제조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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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품의 융합

그림 1. 패턴 스냅샷  

제품의 융합   
1+1>2가 되도록 한다

사례 퀄컴 x 주요 칩 제조업체       ㅣ       스마트폰 x 휴대용 네비게이션 기기 제조업체

조건 
어디에서 진행되는가? 

인접 시장의 로우 엔드 제품과 기본적인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널리 사용되는 
로우 엔드 제품에 의존하는 시장

금융 서비스와 
보험 

더 취약한 더 저항성이 높은

의료기기 석유 및 가스
공급업체

화학제품 
공급자 

실행 기술
더 작고, 빠르고, 값싼 부품 

핵심 기술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발전과

표준화

고객의 사고방식 변화 
최고를 원하는 것에서 기본을 수용하는 
것으로 

경제
험난한 경제 환경으로 인해 제품 성능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적절한 가격의 
다기능성 제품에 대한 바람이 증가한다. 

중요 자산의 가치 상실 
단독 제품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조 설비가 
융합 제품의 개발을 위해 상각이 필요할 수 
있다. 

핵심 가정에 이의 제기 
고객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 지 어떤 
제품 형상을 선호하는 지에 대한 가정에 
제기한다.

수익 자산

가정

촉매
언제?  

영역

과제
왜 대응하기 어려운가?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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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명시대 격변의 9가지 패턴

딜로이트 
안진경영연구원 소개

딜로이트 글로벌은 주요 산업의 중요한 변화 트렌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의 현황 및 산업에의 

시사점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꾸준히 발표해왔습니다. 이들 자료는 글로벌 산업의 변화를 빠르고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동조화된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앞서 예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리서치 조직인 딜로이트 안진경영연구원은 이러한 딜로이트 글로벌의 인사이트를 

독자들께서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국내에 시사점이 큰 자료들 중심으로 비정기적으로 한글화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트렌드 변화와 첨단기술 발전의 시사점에 대한 딜로이트만의 독특한 관점과 분석이 독자들께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경영연구원장 

김  경  준  대표

Tel : 02)6676-3820
E-mail : kyekim@deloitte.com

선임연구원

박  종  민  부장

Tel : 02)6676-3825
E-mail : Jongmpark@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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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dustry Program 소개

딜로이트 산업별 전문 인력이 
국내 및 글로벌 환경에 맞는 심도 깊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딜로이트는 전 산업을 6개 산업과 27개의 하위 부문으로 분류하고 산업과 하위 부문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딜로이트만의 차별화된 Industry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인사이트를 갖춘 전문가들이, 분야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풍부한 노하우 전달을 통해 고객이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Client & Industry 리더 

김  태  형  본부장

Tel : 02)6676-2410
E-mail : taehyungkim@deloitte.com

소비재, 유통 및 제조산업 리더

김  준  철  전무

Tel : 02)6676-3170
E-mail : junckim@deloitte.com 

에너지 및 자원산업 리더 

송  태  인  전무

Tel : 02)6676-2080
E-mail : taisong@deloitte.com

금융산업 리더 

전  성  기  전무

Tel : 02)6676-1127
E-mail : sjun@deloitte.com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산업 리더  

박  주  성  전무

Tel : 02)6676-3950
E-mail : jspark@deloitte.com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리더  

정  성  일  전무

Tel : 02)6676-3668
E-mail : sungchung@deloitte.com

공공부문 리더 

윤  영  원  부대표

Tel : 02)6676-3220
E-mail : yyoon@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DTTL and its member firms.

Deloitte provides audit,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management, tax and related services to public and private clients
spanning multiple industries. Deloitte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through a globally connected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bringing world-class capabilities, insights, and high-quality service to
address clients’ most complex business challenges. To learn more about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25,000 professionals
make an impact that matters, please connect with us on Facebook, LinkedIn, or Twitter.

This communication is for internal distribution and use only among personnel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
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None of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16.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