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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태계(ecosystem)에 대한 딜로이트의 접근법을 토대로 생태계 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생태계(Ecosystem)의 정의 

1990 년 초부터 노키아는 3G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2 년 6650 출시를 통해 세계 최초로 

GSM/WCDMA(유럽과 아시아 전역의 통신망)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3G 기업이 되었다. 노키아는 3 억대 

이상의 단말기 판매를 예측하였으나, 결과는 300 만대 판매에 불과하였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노키아의 실패는 개별기업의 혁신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생태계 전반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당시 시장에는 노키아의 3G 기술을 이용한 동영상 스트리밍, 위치기반 서비스, 자동화된 

지불시스템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지원이 없었다. 즉 생태계가 조성되기 전에 노키아의 

혁신이 너무나 빨리 진행되어 발생한 대표적인 실패사례이다.  

http://www.deloitte.com/kr
http://www.deloitte.com/kr
http://www.deloitte.com/kr
http://www.deloitte.com/kr


 

오늘날 기업의 경쟁력은 단지 개별기업 관점을 뛰어넘어 생태계 차원
1
에서의 분석법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생태계‟란 용어는 학계나 산업계에서 합의된 정의 없이 혼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생태계
2
는 

공유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하고 있는 셋 이상의 독립적인 기업/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생태계(생태계)의 분류 

딜로이트는 50 개 이상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구조, 중앙조직자(Orchestrator)의 유무, 참여자들간의 연결관계 

등의 기준으로 생태계를 Centralized, Sequenced, Facilitated, Self-Organized 등 4 개로 구분하며, 그 특성에 

따라 Static, Dynamic 생태계
3
로 분류하였다.  

Centralized 생태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중앙조직자(Orchestrator)를 

가진다. 참여자들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없고 이들은 중앙조직자와 상호작용만을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R&D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InnoCentive
4
사를 들 수 있다. 기업들이 혁신가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면 InnoCentive 사는 참여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해법을 도출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서로 독립적이고 회사가 마련한 

공간에서 단기적인 활동만을 수행한다.   

Sequenced 생태계는 전통적인 공급망(Supply chain) 구조를 가진 가장 흔한 형태로 중앙조직자가 

참여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모든 연속적인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Facilitated 생태계는 그물과 같은 연결망을 가지며, 참여자들간에 복잡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은 참여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지지만, 중앙조직자는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담당하고 상호작용 

규약을 통해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율한다.  

Self-Organized 생태계는 중앙조직자 없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모인 참여자들간의 다양한 

상호연결 구조로 구성된다. 대형파도타기 같은 스포츠 활동가들의 글로벌 조직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중앙의 관리조직 없이 많은 사람들의 참가와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가 존재하지만, 참여자들의 성과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생태계의 형태는 몇 가지로 제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높은 형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프로세스 규모의 확장성이 용이하고 참여자 간의 상호교류가 상대적으로 높은 네트워크형(Project 

Network), 거미줄형(Web), 공개개발형(Open Development), 커뮤니티형(Community), 무리형(Pack)으로 

분석되었다.  

 

                                                 
1
 다트머트 대학교의 론 애드너 교수는 혁신을 개별 기업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실패할 수 있어,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관점을 생태계(ecosystem)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기업 환경에서 혁신이 실패하는 이유는 

경쟁자보다 덜 혁신적이거나 혁신 프로젝트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Performance for ecosystems, A decision framework to take performance to the next level, Deloitte Center of the Edge 

 
3
 Statistic 생태계는 공급자, 고객, 그리고 아이디어등을 수집(Accumulating)거나, 조정(Coordinating) 수준의 생태계를 의미하며, 

Dynamic 생태계는 신기술을 발달을 통해 생태계 참여자들이 대규모로 신속하게 다양한 경험과 지식, 기술 등에 대한 협력이 

가능한 생태계를 의미한다.   

 
4
 이노센티브는 2001 년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세워진 연구개발(R&D) 포털 전문 기업이다.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Eli Lilly)가 세계 정상급 과학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R&D 비용과 제품 개발 기간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이노센티브의 주력 사업은 크라우딩소싱(crowdsourcing)으로도 불리는 ‘문제의 집단 해결’ 서비스로 정부나 기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사이트에 올리고 현상금을 내걸면 전 세계 지식인,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문제 해결에 도전한다.   



 

<표 1> 딜로이트의 Ecosystem 분류표 

구분 설명 

Centralized 

Ecosystem  

집합형(Collection) 
허브와 바퀴살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형태  

(예: Proctor & Gamble) 

경쟁형(Contest) 
특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업이나 개인을 초대하여 경쟁을 시키는 

형태(예: InnoCentive, Glod Corp Challenge5) 

중매형(Matchmaker)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 당사자들을 연결해 주는 형태  

(예: TutorVista) 

Sequenced 

Ecosystem 

 

체인형(Chain) 
중앙조직자가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상세하게 지정하고 조정하는 형태(예: General Motors) 

프로젝트형(Project) 
정해진 복잡한 활동에 대한 수행목표를 한정된 시간 내에 달성하도록 

조직된 형태(예: 건설 프로젝트) 

프로세스 네트워크형 

(Process Network) 

중앙조직자가 개별 참여자들이 수행할 활동들을 모듈 방식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모듈간의 인터페이스가 이뤄지도록 표준을 정의하여 

많은 기업들이 생태계에 참여 가능한 동시에 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모듈 방식의 느슨한 네트워크(예: 중국 의류업체 Li & Fung) 

Facilitated 

Ecosystem 

 

자원 네트워크형 

(Resource Network)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앙조직자가 구성한 형태(예: American Express Open) 

거미줄형(Web) 

중앙조직자가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혁신의 확산을 확장시키고 

참여자들은 플랫폼을 도입하고 이에 기반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형태(예: Microsoft 의 DOS 운영체제) 

공개개발형 

(Open Development)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참가하여 작업하는 형태. 거버넌스 규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신상품에 

어떤 참여자의 공로, 개발 내용이 포함되는지 결정됨 

(예: Apache 같은 오픈 소스 프로그램) 

커뮤니티형 

(Community) 

중앙조직자가 많은 수의 참여자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확대하기 

위해 조직한 형태(예: 음악이나 스포츠 팬 커뮤니티나 World of 

Warcraft 와 같은 온라인 게임 상의 길드) 

Self-

Organized 

Ecosystem 

 

풀뿌리형 

(Grassroots) 

정의된 원칙, 포럼, 진입장벽 또는 참가자격 같은 것이 전혀 없는 

단기간 동안의 생태계.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 후 해체됨.  

무리형(Pack) 

특정한 “큰 그림”을 염두에 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느슨하게 조직된 참여자들의 모임 

(예: 대형파도타기를 위한 파도타기 선수들의 모임) 

출처: Performance for ecosystems, A decision framework to take performance to the next level, Deloitte Center of the Edge, 2012 

  

 

 

                                                 
5 캐나다 토론토에는 골드코프(Goldcorp)는 2003년 파업과 부채, 비효율적인 생산원가의 여파로 채굴 사업이 중단 되었다. '골드코프 

직원들이 레드 레이크 광산에서 금을 찾을 수 없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면 

토발즈가 리눅스의 소스를 공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탐사 과정을 공개하는 Challenge Win the Gold 라는 금 찾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57 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시작된 컨테스트의 결과는 레드 레이크 광산에서 무려 110 곳의 후보지를 찾아내어, 실제 금 

220톤을 발견하는 수확을 거두게 된다  

 



 

<그림 1> 딜로이트의 Ecosystem 분류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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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생태계의 일반적 유형 
  

 성과개선이 가능한 Dynamic 생태계 

출처: Performance for ecosystems, A decision framework to take performance to the next level, Deloitte Center of the Edge 2012 

 

어떻게 생태계 성과를 높일 수 있는가?  

생태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많은 기업들이 서로 다른 많은 생태계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생태계는 기존 자원의 통합하고 조정하는 수준의 형태(Static Ecosystem)를 유지하고 있으나, 

생태계 참여자들의 성과 개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Dynamic 생태계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각각의 방안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진화 방식이 Static 에서 Dynamic 생태계로 전환되는 모델이 

비용 대비 가장 높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이 방식은 “최적화(Optimization)”나 “참여(Joining)”방식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하고 새로운 체제의 “창조”보다는 부담이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은 생태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하거나 기존 생태계를 개선 또는 타 생태계에 참여 할 수 있다.   

기존 생태계의 개선 방법은 도요타사가 체인(Chain)형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부품공급업체들과의 신뢰관계를 

발전시켜 생산효율을 개선한 사례와 같이 최적화를 추구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도요타사는 공급망 관리의 운영효율화를 통해 생태계 전반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 중요한 

점은 부품공급업자들에게 비용절감효과 중 도요타에게 귀속되는 비율을 정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관계의 

개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 도요타사의 기존생태계 개선 (Enhancing Existing Ecosystem) 

   

출처: Performance for ecosystems, A decision framework to take 

performance to the next level, Deloitte Center of the Edge 2012 



 

새로운 생태계를 추구하는 방안으로 P&G 사가 „Connect and Develop‟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면서 완전히 

새로운 산업 부문의 참가자들을 참여시킨 것처럼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안과 InnoCentive 사의 

문제 해결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필요한 솔루션을 구하는 것처럼 기존의 생태계에 참여(Join)하는 방안이 

있다.  

InnoCentive 사는 점진적으로 새로운 Dynamic 생태계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진화하였다. InnoCentive 사는 

2001 년 설립되어 2008 년 4 가지 Challenges 과제 도입한 후, 2009 년 컨설팅 조직인 Innocentive@Work 를 

출범시켰다. 또한 2010 년에는 그룹기반 솔루션인 Team Project Rooms 을 도입하였다.  

 

 <그림 3> InnoCentive 의 생태계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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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rformance for ecosystems, A decision framework to take performance to the next level, Deloitte Center of the Edge 2012 

 

2001 년 설립 이후 2008 년까지 InnoCentive 사는 독립적인 몇 개의 경쟁(contest)형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9 년 InnoCentive 사는 eRFP 를 통해 참여 기업들이 자료와 경험을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중매(Nested matchmaker)형 생태계로 진화하게 된다. 또한 2010 년에는 솔루션의 규모를 

확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Team Project Room”을 도입하여 참여자들이 제시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하였다. InnoCentive 사는 여전히 경쟁형 생태계 방식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점차 

개별참여자 중심의 문제해결에서 지속가능하고 협조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생태계 성과개선 가속화 

▶ 가속화된 참여자 성과 개선의 주요 특징 

생태계는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추구해야 한다.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와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더욱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얻게 된다. 팩스장치 네트워크를 예로 

들어보자. 팩스장치 한 대만은 아무 쓸모가 없으나, 많은 팩스들이 서로 연결됨에 따라 개별 팩스장치 

자체의 가치도 증가하게 된다. 네트워크의 가치는 팩스 장치의 증가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팩스 자체의 기능은 변화가 없다. 이제 개별 팩스장치들도 시간에 따라 개선되고 역량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개선 정도 또한 새로운 팩스장치가 네트워크에 추가됨에 따라 더욱 가속된다. 

 



 

▶ 생태계 내의 신뢰 구축 

생태계 참여자간 신뢰의 형성이 필요하다. 생태계에 대한 신뢰 구축은 개개인이 시스템에 참여하게 되는 

시점부터 시작되는데, 특히 시스템에 대한 첫 인상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생태계의 규칙들이 신뢰 

구축에 영향을 주게 되며 대부분의 성공적인 생태계들은 최소한의 강제적인 규칙만을 적용하고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규범을 개발하게 해 생태계에 대한 “소유권”을 느끼게 장려한다.  

팀 내의 높은 신뢰수준은 소그룹 내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간의 더 깊은 수준의 

신뢰를 쌓게 만든다. 참여자들로 하여금 성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그들만의 “팀”, 

“그룹”, “공간”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은 집중화된 팀 기반의 상호작용을 강화시킨다.  

 

▶ 공평한 경제적 보상의 배분 

정적(Staric) 생태계에서는 중앙조직자에 의해 참여자들에게 배분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어떻게 „공정하게‟ 성과를 배분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증가해 „모 아니면 도‟식의 사고 

방식이 확산되어 참여자들간의 신뢰 수준을 저하시킨다. 예를 들어 경쟁형 생태계는 승자만 상금을 받고 

패자는 얻는 것이 없다. 또한 참여자들이 많아질수록 승리의 확률도 낮아진다. 체인(Chain)형 생태계에서는 

상위 레벨의 참여자들이 하위 레벨의 참여자들의 보상을 착취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동적(Dynamic) 생태계에서는 „파이를 쪼개는 것‟보다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 간다. 

여기서도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분쟁은 여전하지만 생태계의 성장에 따라 급속하게 커지는 전체적인 보상 

규모가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켜준다. 예를 들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공개 개발(Open 

Development) 생태계에서는 창조적인 코드 개발자로서의 명성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생태계에 참여할 동기가 강화된다.  

 

맺음말 

오늘날의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적 생태계의 활용이 중요하다. 모든 기업은 

의도하였건 아니건 간에 이미 생태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는 동적 생태계로의 

진화를 통해, 경영진들은 참여자들의 성과개선을 가속화하고 개별 기업들과 생태계 전체를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동적 생태계가 성과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은 생태계 참여자간의 상호의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참여자들이 보유한 기술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역량이 발휘된다면, 

당신은 생태계 내 파트너의 역량과 노력을 통해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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