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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ICT 산업 내 기업들은 기업생태계 단 의 경쟁  력을 추구하게 

되었다. 특히 신성장동력 산업인 IoT 산업을 선도하기 해 각국의 기업들은 랫폼 역의 장악을 

심으로 가치사슬의 다른 역까지 유기 으로 연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과 샤오미 역시 

IoT 산업에 진출하기 해 자체 랫폼을 개발하여 이를 심으로 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략을 추구하고 

있으나, 두 기업의 세부 략은 기업생태계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두 기업의 가치사슬과 기업생태계 분석 결과, 삼성은 개방 인 랫폼을 부품  보완기업에게 공유함으로써 

시장 표 을 선 하고자 하는 기술요소형으로, 샤오미는 폐쇄 인 랫폼으로 참여 기업들을 통제하는 

채 통제형 기업생태계로 구분 다. 이에 따라 삼성과 샤오미는 각 기업생태계 유형에 따라 합한 

략을 모색하여, 생태계 내 참여자들과 유기 으로 상호작용하며 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키워드 : 기업생태계, IoT(사물인터넷), CPND 가치사슬, 삼성, 샤오미

Ⅰ. 서  론

오늘날 기술의 발 에 따라 산업간 융․복합 

상이 두되면서 기존 가치사슬에서 새로운 가

치창출 패러다임이 래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

은 새로운 패러다임 하의 경  략을 구축하고 

있다. Porter and Miller(1985)가 주장한 기존의 가치

사슬은 통 인 패러다임으로 기업 내부의 주요 

활동과 부수  활동 간의 효율성을 증 시켜 가치

창출을 도모 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창출 패러다

임은 기업 내부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이 속한 산

업, 경쟁구도, 더 나아가 제3의 산업 역과의 력

과 공존을 강조하는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

tem)로 기업들에게 직면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

생태계  은 최근 ICT 산업에서 두되고 있

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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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요시 되고 있다.

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의 핵심요

소인 IoT는 기존 제조업  서비스업과 같은 단일 

산업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산업들을 융․복합하

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IoT는 오늘날 

미래 유망 산업,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되어 

각국의 기업들이 모두 주목하여 련 기술  서

비스 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

부들 역시 련 정책을 수립하며 IoT 산업 활성화

를 극 으로 지원하고 있다. IoT를 심으로 구

된 생태계 구성원들은 가치창출의 근간이 되는 

랫폼을 기반으로 IoT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여 

시장을 선도하기 해 자체 랫폼 개발 는 타 

랫폼을 유기 으로 확보하기 한 노력을 수행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oT 산업에 본격 으로 진입한 

로벌 기업 가운데, 국내 기업인 삼성(Samsung)

과 최근 랫폼 기업으로써 입지를 다지고 있는 

국의 신생기업, 샤오미(Xiaomi)를 사례분석 

상으로 두어 연구를 수행하 다. 삼성은 하드웨

어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막 한 향력을 행사

하고 있으나 최근 애 (Apple)의 고가형 스마트

폰의 시장 유율 상승과 국  만 기업들의 

가 스마트폰 출시로 새로운 가치창출 활로 개

척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삼성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자체 랫폼인 ‘타이젠’과 같은 운 체제

(이하 OS) 개발을 시작으로 IoT 산업의 랫폼 기

업으로 입지를 굳히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한

편 샤오미는 2010년 창사 이래로 가형 스마트

폰을 통해 국 시장에서 선풍 인 기업으로 거

듭났고, 특히 경쟁사 비 고품질 비용 략으

로 경쟁우 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한 스마트

폰 시장을 넘어 헬스 어, 의류, 보조 액세서리, 

가 제품 등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샤오

미의 이러한 행보는 무작  사업 확장이 아니라 

IoT 산업에서 랫폼 기업으로써의 향력을 발

휘하기 한 략  행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

드웨어 시장을 고품질 비용 략으로 확보하

고, 하드웨어를 연결시킬 랫폼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경쟁우 를 다지는 략인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요구되는 기업

생태계 단 의 경쟁력 확보를 해 특정 기업을 

심으로 한 실질 인 기업생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두되고 있는 

IoT 산업에 진출한 삼성과 샤오미를 선정하여 두 

기업의 기업생태계 유형을 비교함으로써 상이하

게 나타나는 가치창출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모형  련 이론 연구

2.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속 으로 다양한 연구 

주제로 수행되어 오고 있는 기업생태계 이론의 

선행연구와 신성장동력 산업인 IoT 산업의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IoT 산업에 진출

한 삼성과 샤오미 사례를 선정하여 두 기업의 

CPND 가치사슬1)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자체

으로 확보된 CPND 가치사슬을 넘어 확장되어 형

성된 기업생태계를 심층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분석한 두 기업생태계를 랫폼을 기 으

로 유형화하여 시장거래를 심으로 비교하며 연

구를 마치고자 한다. 

<그림 1>은 서론에서 언 한 연구목 에 따라 

수행되는 연구 차를 가시화한 것이다.

2.2 기업생태계의 정의

오늘날 세계 경제는 서로 다른 산업들 간의 융합

으로 개방형 신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기존에

는 가치창출 구조를 분석하기 해 Porter and 

1) CPND 가치사슬이란 IT 생태계 양쪽 끝에 각각 콘

텐츠 생산자와 사용자가 치해 있고, 매개자로서 

가운데 콘텐츠 공 자(C), 랫폼 사업자(P), 네트

워크 사업자(N), 디바이스 사업자(D)가 존재하는 

형태의 가치사슬임(정원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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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Miller(1985)가 제안했던 가치사슬 모형을 용했

으나, 경쟁 구조가 심화되면서 특정 산업 내 기업 

간 경쟁 활동만을 고려한 가치사슬 모형만으로는 

이해 계를 다루기에 한계가 존재했다(Kotler and 

Keller, 2007; 박웅, 박호 , 2014; 윤석훤 등, 2010). 

특히 발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융합이 실 되고 

있는 ICT 산업에서는 기업 간 경계를 월한 상호

작용까지 고려한 가치창출 활동이 필수 이었다. 

이에 따라 Moore(1993)가 제시한 기업생태계

(business ecosystem)의 개념이 가치사슬 이론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두되기 시작했다. Moore(1993)

는 공동의 운명 하에서 하나 이상의 자원을 공유하

고 공진화(Co-evolve)하는 기업체  개인의 집단

을 비즈니스 생태계 혹은 기업생태계로 정의하

다. 이는 경제  공동체가 핵심 기업, 공유된 비 , 

경제  공동체, 공동의 가치 창출 그리고 공진화 

등의 구성요소들을 공유하며 핵심 기업을 심으

로 가치를 공진화하는 생태계라고 부연되었다. 

Iansiti and Levien(2004)은 이를 확장시켜 개별 

기업 혹은 경제  주체에게 가치의 창출  제공

에 향을 미치고 상호간에 향력을 주고받는 

주체들의 느슨한 네트워크를 기업생태계로 정의

했다. 한 기업생태계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구

체 인 평가지표로 생산성(productivity), 강건성

(robustness), 신성(niche creation)을 제시했다. 이

때 생산성은 생태계 내 투입된 요소들이 가치창

출을 효율 으로 하는 정도를, 강건성은 변하

는 환경변화에 향 받지 않고 지속 으로 가치 

창출을 하는 정도를, 신성은 새로운 기술  시

장 변화에 극 으로 응하고 지속 인 가치 

창출을 해 노력하는 정도로 고려되었다.

Peltoniemi(2006)는 기업생태계를 다수의 행

자가 상호 느슨하게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존과 경쟁우 를 해 상호 의존 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집단으로 정의하 다. 국내에서는 

정은미 등(2011)이 특정 산업군의 제품과 서비스

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 외에 공 자, 수요자, 경

쟁자, 보완재 생산 업체들까지 산업 환경 내 모든 

이해 계자들이 긴 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

는 시스템 는 경제 공동체로 정의했고, 곽정호 

등(2011)은 가치사슬 상 다른 역에 속한 기업들

이 효율  생산과 신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

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기업생태계를 연구하

고 정의해 왔지만 아직까지 기업생태계의 명확하

고 통일된 정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Porter and Miller(1985)의 가치사슬 이론만으로 오

늘날의 융․복합화 된 시장 환경 속에서 합한 

략을 수립하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가치창출 패러다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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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업생태계 내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상호

작용을 모두 고려하는 기업생태계  으로 

근하고자 한다. 

2.3 기업생태계의 선행연구

오늘날 특정 기업과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 

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가치창출 활동에는 기업생

태계  근이 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

했던 것과 같이 기업생태계에 한 획일된 정의

가 부재하기 때문에 국내외 연구에서는 각 연구

주제  가설에 따라 다방면의 세부  근이 시

행되어 왔다. 먼 , 기업생태계의 실질 인 모형 

개발에 을 둔 연구로 ICT 산업 내 기업생태

계를 4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여 계층 간 상호작용

을 통한 가치흐름을 도식화한 모형을 개발한 연

구(Fransman, 2010)와 생태계 구성원 속성에 따라 

계층을 구분하여 각 계층별 가치 활동을 도식화

한 연구(Baghbadorani and Harahdi, 2012)가 있다. 

한 국내에서도 생태계 주체 간의 계를 가시

화하는 이 라인 모형을 개발하여 외부환경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성근, 

김종엽, 2015). 두 번째로, 기업생태계를 특정 기

에 따라 유형화하여 구분한 수행된 연구로, 정은미 

등(2011)은 5  신성장동력 산업의 산업화 동인에 

따라 생태계를 구분하 고, 김진기, 장석권(2011)은 

랫폼의 개방성과 생태계 수익배분구조를 기 으

로 구분하 다. 그리고 김창욱 등(2012)은 기업생

태계의 핵심요소로써 랫폼을 고려하여 랫폼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 다. 세 번째로, 특정 

산업 내 구 된 기업생태계를 분석하기 해 

윤석훤 등(2010)은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의 변

화를 심으로 해당 산업에 합한 략을 도출

했다. 이명호, 김남심(2011)은 모바일 인터넷 생

태계 내 참여기업들의 랫폼 략을 비교 분석

하여 생태계 자체의 발 방향을 모색했으며, 

조남재, 오승희(2011)는 새로운 매핑 방법론을 개

발하여 국내 화산업 내 기업생태계의 진화과정을 

분석하 다. 한 해외에서는 Zhang and Liang

(2011)이 국 내 이동통신 산업의 기업생태계를 

분석하여 각 기업의 략을 정성   정량 으

로 평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 외에도 김기찬

(2009)과 이종욱 등(2009)은 ․ 소기업의 상생

력을 도모하기 해 기업생태계 으로 근

하여 각 주체별 역할을 제시했으며, 이길우 등(2013)

과 박웅, 박호 (2014)은 각각 기업생태계 으

로 기술이 사업화와 기술이 에 근하여 련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 다. 

이처럼 기업생태계는 다양한 연구 주제에서 

새로운 근법으로써 활발히 용되고 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표 인 융․복

합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IoT 산업을 기업생태

계  으로 근하 다. IoT 산업에서 기업생

태계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랫폼은 기존 연구

에서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핵

심자산으로 이해되어 왔다(Iansiti and Levien, 2004). 

이를 기반으로 김창욱 등(2012)은 기업생태계를 

랫폼의 개방여부와 가치사슬 상의 치를 기

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매트릭스를 제시했다(<그

림 2> 참조). 매트릭스의 가로축에는 랫폼의 가

치사슬 상 치로, 참여기업이 간재를 생산하

는 경우에는 업스트림(upstream), 최종재를 생산

하는 경우에는 다운스트림(downstream)으로 구분

하는 특성을 제시했고, 세로축에는 생태계의 개방 

정도를 의미하는 랫폼 통제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김창욱 등(2012)은 1사분면의 ‘개방참

여형’을 참여기업이 추기업2)의 랫폼을 통해 

완제품을 최종 소비자에 매하는 형태로, 2사분

면의 ‘기술요소형’을 랫폼은 개방 이지만 

간재에 활용되어 완제품 기업에 다시 납품하는 

유형으로 구분했다. 한 3사분면의 ‘부품조달

형’은 폐쇄  랫폼을 통해 간재를 완제품 기

업에 납품하는 유형으로, 4사분면의 ‘채 조달

형’은 폐쇄  랫폼에 합한 완제품을 제작하

2) 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을 추기업이라고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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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기업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매하는 

유형으로 구분 지었다(김창욱 등, 2012).

개방
② 기술요소형 ① 개방참여형

통제방식

③ 부품조달형 ④ 채 통제형
폐쇄

UpStream            가치사슬상 치      DownStream

자료: 김창욱 등(2012).

 <그림 2> 기업생태계 유형 매트릭스

본 연구에서는 기업생태계 성장과 진화의 핵

심요소이자,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인 랫폼을 

기 으로 구분된 기업생태계 유형을 IoT 산업에 

진출한 두 기업의 생태계에 용시켜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특히 국의 샤오미와 국내기업인 

삼성이 각각 독자 인 랫폼을 심으로 IoT 산

업에 진입하는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기업생태계

의 이론  측면을 넘어 실질  시장 환경까지 고

려한 기업생태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4 IoT의 정의와 선행연구

IoT3)는 1999년 Procter & Gamble(P&G)의 Kevin 

Ashton에게 처음 언 되고(Ashton, 2009) 이후 2005

년 국제 기통신연합 ITU에서 이를 정보통신기

술에 기반한 물리  는 가상의 사물들을 상호 

연결하여 진보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로벌 

인 라로 정의되면서 다양한 연구에 차용되고 있

다(ITU, 2005). IoT 산업은 향후 10년 간 민간 부

문에서 14.4조 달러, 공공 부문에서 4.6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망되는 유망 산업이자, 

시장규모가 2020년을 기 으로 약 7.1조 달러까

지 성장 가능한 ICT 산업의 표 인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Cisco, 2013; IDC, 2014). 

3) 본 연구에서는 IoT를 M2M(Machine to Machine)과 

IoE(Internet of Everything)의 개념을 모두 포 하는 

사물인터넷의 통일된 용어로 사용함.

이러한 성장가능성으로 각국에서 주목 받고 있는 

IoT는 다양한 기   연구자에게 정의되고 있다. 

로벌 표 기구인 3GPP는 인간의 물리 인 개

입이 필요하지 않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물체

가 여하는 데이터 통신의 형태라고 정의했고, 

IEEE는 핵심 네트워크를 통해 가입자 장치와 기

지국 간 혹은 가입자 장치 간에 인간의 개입 없이 

발생하는 정보 교환으로 정의했으며, 미국의 

표 인 경 컨설  회사 Mckinsey(2010)는 물리

 세계 자체가 정보 시스템의 한 유형이 되는 것

으로 정의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방송통신 원

회(2009)가 통신과 ICT 기술이 결합되어 원격지의 

기기, 환경, 사람 등의 상태 정보를 확인하도록 

연결하는 제반 솔루션이라고 정의했고, 사물지능

통신포럼(2010)에서는 사람이나 지능화된 기기가 

사물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물을 제어하는 통신으

로 정의했다. 한 이 규 등(2013)은 인터넷, 무

선 등을 포함하는 의의 네트워크 혹은 사람과 

사물을 둘러싼 환경이 연결주체가 되어 실 되는 

서비스라고 서술했고, 황수(2014)는 사람과 사

물,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유기

으로 정보를 수집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는 미래

인터넷 기술로 정의했다. 마지막으로 손 태(2015)

는 사물을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여 정

보를 생성  공유하는 ICT 융합산업이라고 정의

했다.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이 기   연구자에 따

라 다소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는 IoT의 의미를 포

으로 이해하여, IoT를 IT 기술을 통해 사람 

는 사물을 상호 연결하는 넓은 의미의 서비스 

 네트워크라고 정의하여 연구에 용하 다.

한편 IoT에 한 국내 문헌들은 2014년 미래창

조과학부의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이 발표된 이

래로 본격 으로 활성화되어 왔다. IoT 용어가 

두되기 이 에 국내에서는 USN 혹은 M2M이라

는 용어가 혼용되며 연구에 사용되어 왔으나 2014

년 이후 IoT 용어가 사용되면서, 각 산업에서는 

IoT의 다양한 실증  분석  사례연구가 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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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방면으로 수행된 IoT의 국내 

문헌을 주정민, 나형진(2015)과 이정하(2015)의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를 크게 기술, 서비스, 

보안, 정책  법규, 산업 융합, 그리고 가치사슬 

 생태계로 분류하 다. 김  등(2011)은 IoT의 

실 을 하여 네트워크  소 트웨어 기술의 

으로 핵심기술을 분석했고, 서 석, 조성규

(2014)는 블루투스 v4.1이란 특정 기술이 IoT에 

미칠 수 있는 향을 분석하여 IoT의 확장성  

다양성을 연구하는 IoT의 기술  측면을 연구했다. 

한 남동규(2010)는 방송․통신 인 라를 활용

한 IoT의 미래 서비스 모델을 제시했고, 문태희 

등(2014)은 AHP 기법을 통해 IoT를 상으로 한 

사업화 분야 가운데 우선순 를 도출했다. 그리

고 이종윤 등(2015)은 IoT 서비스와 이용자의 편

의  만족 분석을 기반으로 능동  이용자의 4

가지 주  유형을 제시면서 IoT의 서비스 측면

을 주제로 다루었다. 한편, 강지성, 김태성(2014)

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많은 기기들이 연결되는 

IoT 산업의 특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

의 과 그 요인을 분석했고, 장 임, 김창수

(2014)는 IoT 산업 환경의 보안  요소와 보안 

기술 분석을 기반으로 한 안 성 확보 략을 제

시하며 IoT의 보안 인 측면을 연구 주제로 다루

었다. 김성천 등(2013)은 IoT 련 법규  제도 

황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기 한 정부 역할

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정 , 이 호(2014)는 

IoT 산업의 진화와 발 을 고려한 정부 정책 수립

을 제안했다. 한 김기웅(2015)은 IoT 산업 내 

․ 소기업의 업과 상 으로 표 과 보안 

등의 장벽에 취약한 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정책  법규 측면 연구 주제를 

수행했다. 그리고 김호원, 김동규(2012)는 IoT가 

목된 산업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했고, 정우수 등(2013)은 IoT 산업 재

분류를 통한 산업 연  분석 추정과 이에 따른 경

제  효과를 계량 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조

용수(2015)는 IoT 발 으로 변화된 제조업의 패러

다임을 분석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응할 경쟁

우  확보 방안을 제고하면서 IoT 산업의 응용  

융합에 한 연구를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김종

 등(2014)은 서비스 심의 IoT 업체를 분석하

여 CPND 가치사슬 반에 한 역 확보의 

요성을 강조했고, 손 태(2015)는 IoT 생태계를 

SPND-Se4)로 구분하여 분석했으며, 정법근(2015)

은 ICT 산업 두로 CPND 가치사슬을 모두 통제

하는 융합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치사슬  

생태계를 주제로 한 IoT 연구를 수행했다. 

이처럼 IoT에 한 국내 연구는 2014년 이래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공학 분야의 논문이 다

수를 이루고 있으며, 상 으로 사회과학  복합

학 분야의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하, 

2015).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참여

하는 IoT 산업을 가치사슬  생태계 으로 바

라보는 연구 역시 충분히 수행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IoT 산업을 CPND 가치사

슬을 통해 분석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산업 간의 

융합으로 인해 단순히 가치사슬 역의 통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 계자들까지 포함하는 생태

계  을 용시킨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기존의 CPND 가치사슬은 콘텐츠, 네트워크, 

랫폼, 디바이스 사업자가 각 역으로 구분되어 

가치사슬 내부에서 경쟁하며 수익을 창출했으나, 

오늘날 ICT 기술이 발 하면서 ICT 산업 내 사업

자들은 각자의 독립된 역을 넘어 확장된 향

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경쟁의 단 가 가치사슬 

단 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강정석 등, 

2011). 한 ICT 산업은 기존의 하드웨어 심에서 

랫폼과 콘텐츠로 차 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로벌 기업들은 랫폼을 ICT 생태계의 

심요소로 고려하고 있다(최창 , 2012). 이제 

랫폼은 CPND 가치사슬 역에서 명확하게 구

4) 손 태(2015)는 SPND-Se를 Service-Platform-Net

work-Device  Security 역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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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종 뉴스통계자료(2015)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

<그림 3> 삼성 자 매출액  매량(좌), 로벌 시장 유율 ( ), 샤오미 매출액  매량 (우)

분할 수 있는 기술 인 의의 랫폼을 넘어, 생

태계 구축의 핵심 자산이 되는 확장된 의의 

랫폼으로 이해할 수 있다(강정석 등, 2011).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IoT 산업에서 삼성과 샤오미 역

시 자체 랫폼을 심으로 CPND 가치사슬의 다

른 역과 수평 으로 연계  통합하여 보다 확

장된 생태계 단 의 경쟁우 를 확보하기 한 

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 다.  

Ⅲ. 삼성과 샤오미의 비교 분석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 했듯이, 기업생태계와 

련하여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의 산업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수행된 연

구는 부족한 실태이다. IoT 연구 역시 공학에서는 

비교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나 사회과학 분야

에서 근한 연구는 부족했다(이정하, 2015).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IoT 산업에 진출한 삼성과 

샤오미의 기업생태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오늘

날 로벌 시장 환경의 동태를 생태계  으

로 악하고 생태계 내 구성원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한 애 , 구  등의 기존 랫폼 기업의 

사례가 아닌 자체 랫폼을 개발하여 새롭게 경

쟁에 뛰어든 신규 랫폼 기업이라는 에서 삼

성과 샤오미의 비교 분석은 기존 사례연구들과는 

차별 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1 삼성과 샤오미

삼성은 1938년 ‘삼성상회’ 창업 이래, 2016년 

재 삼성 자(주)를 심으로 자 분야 6개, 

공업․건설 분야 3개, 화학 분야 2개, 융 분야 

6개 그리고 서비스 분야 11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삼성 자 사업부는 크게 모바일, 가 , 반도

체 분야로 나 어지고, 그  모바일 사업부가 스

마트폰을 주력으로 가장 큰 매출 비 을 차지하

고 있다. <그림 3>은 삼성의 모바일 사업부 매출

액이 2014년 4분기를 기 으로 26.29조 원, 스마

트폰 매량은 7,450만 를 기록했고, 2013년을 

기 으로 재까지 로벌 시장에서 1 를 유지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삼성 홈페이지, 2015). 

삼성은 최근 본격 인 IoT 시 에 발맞추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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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삼성의 모든 제품들을 IoT를 심으로 연

결하겠다는 사업 목표를 보이며 이를 증명하는 

략을 추진하고 있다. 가령, 삼성SDS의 솔루션

사업부문 설립이나 자체 OS인 타이젠을 IoT 기기

에 탑재하고, IoT 사업화 을 신설하여 개방형 

IoT 랫폼인 아틱으로 로벌 표 화를 도모하

는 등 삼성은 자체 랫폼을 심으로 IoT 산업을 

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뉴스핌, 2015).

한편 샤오미는 2010년 4월 국의 소 트웨어 

업체 킹소 트(金山)의 이쥔이 설립한 신생기

업으로, 2011년 안드로이드 기반의 MIUI를 탑재

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본격 으로 시장에 뛰

어들었다. 출시 당시, 샤오미의 스마트폰 매량

은 고작 30만 에 불과했으나, 속도로 성장하

면서 2013년에는 1,870만 로 국 내의 시장

유율 5.3%의 5 를 차지했다. 이후 2014년 1분기

에 10.7%로 유율 3 를 차지하고 연이은 성장

으로 2014년 4분기에는 국 내 시장에서 13.7%

로 1 를 차지했다(구기보, 2015). 한 샤오미의 

매출액은 2012년의 2.9조 원부터 2014년 약 13.2

억 원까지 증했고, 스마트폰 매량 역시 2014

년에 6,122만 로 년 비 135%가 증가했다

( 앙일보, 2015). IT 시장에서 샤오미의 성장은 

MIUI를 심으로 IoT 시장을 장악하려는 샤오미

의 궁극 인 목표를 향한 첫 걸음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스마트폰 등의 디바이스를 렴하게 

매하되, 자체 OS를 탑재하여 결국 모든 IoT 기기

를 MIUI로 구동하면서 IoT 생태계를 확보하여 시

장을 선도하려는 략으로 사료된다.

3.2 CPND 가치사슬 분석

삼성은 디바이스에 을 두고 있는 가 제

품회사 으나, 오늘날 시장 변화로 인해 차 

랫폼과 콘텐츠 역까지 사업군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는 기존에 탑재했던 구 의 안드로이드를 랫

폼으로 탑재하지 않고, 자체 랫폼을 탑재함으

로써 CPND 가치사슬을 확보하여 수평 인 통합을 

이루기 함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샤오미 역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기업으로 사료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로 샤오미의 CEO인 이쥔은 국의 유명 소

트웨어 기업인 킹소 트의 CEO 으며, 구 과 

MS 출신의 기술진과 자체 OS인 MIUI를 개발하여 

이를 기업의 강 으로 두었기 때문에 샤오미는 

소 트웨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이정, 윤 진, 

2014). 샤오미는 기존에 가로 매했던 하드웨

어 제품을 MIUI로 쉽게 구동하는 환경을 마련하

여 IoT 생태계를 구성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즉 소 트웨어 기술력을 기반으로 CPND 가치사

슬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구축하는 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삼성과 샤오미는 IoT 산업을 선

도하기 해 랫폼을 심으로 CPND 가치사슬

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

로 한 IoT 생태계 구 을 기 하고 있다.

3.2.1 콘텐츠(Contents) 역

삼성의 콘텐츠  하나인 음악 스트리  서비

스 ‘ 크(Milk)’는 2014년에 출시된 어 리 이션

(이하 앱)으로, 소리바다와의 제휴로 360만 곡의 

음악을 무료의 스트리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

는 재 삼성 스마트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선호하는 장르나 가수의 음악을 분석하

여 제공하는 일종의 라디오 기능의 서비스이다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2014). ‘TV Plus’는 2015년 

11월 출시된 삼성 스마트 TV 콘텐츠로,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VOD를 사 에 부여된 채  번호로 

시청할 수 있는 가상 채  서비스이다(아시아경제, 

2015; 헤럴드경제, 2015). ‘갤럭시 앱스(GALAXY 

Apps)’는 삼성 자체 앱스토어로 2009년 9월에 출

시된 삼성 앱스가 2014년 7월에 갤럭시 앱스로 개

편되면서 보다 최 화된 콘텐츠를 선정하여 제공

하고 있다(삼성 홈페이지, 2015). 마지막으로 ‘삼

성페이’는 2015년 8월에 출시된 모바일 결제 서

비스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등록

된 신용카드 정보를 무선으로 송하여 결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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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서비스이다. 사용자는 지문인증 는 비

번호 입력을 통해 바로 결제가 가능하여 매우 편

리하고 안 한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다( 키피디아, 

2015).

한편 샤오미의 콘텐츠는 샤오미의 앱스토어인 

‘미마켓(MiMarket)’이 표 이다. 미마켓은 안드

로이드 앱스토어를 신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

며 자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 샤

오미는 2014년 11월, 국의 최  상 콘텐츠 서

비스 업체인 유쿠-투더우(優酷-土豆网)의 주식을 

인수하며 인터넷  모바일 동 상 콘텐츠 기술

개발을 해 략  제휴를 맺어 공동으로 모바

일  TV 콘텐츠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아이

티투데이, 2014). 더불어 바이두의 동 상 콘텐츠 

자회사인 아이치이에 3억 달러의 규모 투자를 

통해 동 상 콘텐츠를 강화했다(연합인포맥스, 

2014). 이처럼 샤오미는 기존에 이미 콘텐츠 경쟁

력을 갖춘 솔루션들에게 투자하는 형태로 가치사

슬 상의 콘텐츠 역을 확보하고 있다. 

3.2.2 랫폼(Platform) 역

삼성의 랫폼은 ‘타이젠(Tizen)’이 표 이다. 

이는 인텔과 삼성이 력 개발하여 2012년 1월 출

시한 리 스 기반의 모바일 OS로, 개발 기부터 

웹을 기반으로 하여 스마트폰 용 OS가 아닌 스

마트 TV, 자동차 등의 다른 IoT 기가들과 호환되

는 개방형 랫폼으로 개발되었다( 키피디아, 

2015). 타이젠은 삼성의 스마트워치 탑재를 시작

으로, 2015년 이후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 TV에도 

탑재된다고 밝혔다(비즈니스포스트, 2015). 이처

럼 타이젠은 삼성이 IoT 산업에서 생태계를 구성

하기 해 내세운 필수요소라고 볼 수 있다. ‘아틱

(Artik)’은 2015년 5월에 삼성이 발표한 IoT 기기용 

소형 반도체 칩의 개방형 하드웨어 랫폼이으

로, 성능별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를 들어 

아틱 1은 스마트밴드처럼 작고 가벼운 기기에, 아

틱 5는 웨어러블 기기나 드론, 홈 허  등의 소비

자용 기기에, 아틱 10은 가장 고성능 로세서로 

멀티미디어용 기기 등의 고성능 기기에 탑재된다

( 자뉴스, 2015). 다음으로 ‘삼성 스마트싱스 허

’는 2015년 8월에 소개된 IoT 기반 개방형 스마

트홈 랫폼으로, 자체 로세서를 강화하여 기기 

간의 연결  제어를 빠르게 처리한다. 이는 카메라

와 연동하여 집안을 확인하거나 센서를 통한 보안 

기능까지 활용 가능하며, 타사의 제품들과도 연동

되어 폭 넓은 스마트홈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아이티투데이, 2015). 한 삼성 ‘IoT js’는 

IoT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는 오 소스 개방형 

랫폼으로, 자바스크립트의 기반이 되는 제리스크

립트(Jerryscript)와 서비스 임 워크인 노드

(node.js)를 지원하여 IoT 서비스 개발에 최 화되

어 있다(삼성 뉴스룸, 2015). 개발자들은 이를 통

해 IoT 앱을 용이하게 개발하며 자연히 IoT 서비

스의 개발자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사미(SAMI)’는 2014년 11월에 공개된 디지

털 헬스 어 랫폼으로,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 

등을 장하고 실시간으로 분석 가능한 개방형 데

이터분석 랫폼이다. 사미가 방 한 데이터를 클

라우드에 장하여 개발자들에게 제공하면 개발

자들은 디지털 정보를 확보하여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한다(비즈니스포스트, 2015).

한편 샤오미의 가장 표 인 랫폼은 안드

로이드 오 소스 로젝트(AOSP)로 개발한 자체 

커스텀 운 체제 ‘MIUI(미-유아이)’이다. 이는 간

편하고 심 한 디자인과 다양한 테마 디자인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UI를 구성한다는 강 으로 2015

년 2월을 기 으로 약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

다(양옥빈 등, 2015). 샤오미는 MIUI를 다른 하드

웨어에도 호환되도록 개발하여, 재 출시를 계

획 인 스마트 카, 스마트 워치에도 MIUI를 OS

로 탑재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홈(MiHome)’은 

샤오미가 2015년 3월에 공개한 스마트홈 솔루션

으로, 미홈 용 앱을 샤오미 디바이스에 설치하

고 제품에 스마트 모듈을 부착하면 개인 디바이

스로 제품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쿠키뉴스, 

2015). 한 샤오미는 용 모바일 메신  ‘미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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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alk)’에 게임센터를 개설하여 서비스 랫폼

으로 활용하기 해 국내외 모바일 게임 개발사

들과 력하여 공 할 게임 콘텐츠를 확보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자뉴스, 2014; 한경닷컴

게임톡, 2015). 마지막으로 ‘미클라우드(MiCloud)’

는 클라우드 랫폼으로, 사용자의 문자나 사진, 

통화 기록 등을 장할 수 있고 콘텐츠 유통까지 

가능한 유통 랫폼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허 , 2014).

3.2.3 네트워크(Network) 역

삼성의 네트워크 역은 독자 으로 출시한 

통신망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동통신사들과의 

연합  력을 통해 간 으로 확보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들의 송 

 교류로 인한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네트워크를 

제공한다(주 , 김종기, 2014). 따라서 삼성은 

네트워크 역을 내부 으로 추진하지 않고 SK

텔 콤이나 KT텔 콤, 차이나 모바일 등의 국내

외 이동통신사와의 력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MK증권, 2014; 서울경제, 2015). 

반면, 샤오미는 네트워크를 이동통신 서비스인 

‘미 모바일(Mi MoBile)’로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기존 

이동통신사 망을 빌려 가입자를 확보하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형태(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로, 국내에서는 ‘알뜰폰’으로 알

려진 서비스이다. 재 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차이나 모바일이 14억 명 의 약 8억 명의 가입

자로 1 를 유지하고 있고, 차이나 유니콤이 약 

3억 명으로 2 를, 차이나텔 콤이 약 2억 명으로 

3 를 차지하며 산업을 독과 하고 있다(아시아

경제, 2015). 따라서 샤오미는 포화된 시장에서 

가형 스마트폰처럼 이동통신 MVNO 형태로 주

로 소득층의 가입을 유도하는 가 략을 추

진할 것으로 상된다.

3.2.4 디바이스(Device) 역

삼성의 디바이스 역은 삼성의 강 으로 볼 

수 있는 하드웨어 제품이다. 삼성의 디바이스는 

가장 큰 매출 비 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표

이며, PC와 린터, 카메라 그리고 스마트 TV

를 포함한 TV 제품라인도 포함된다. 한 에어

컨, 청소기 등의 생활가  제품과 냉장고, 자

인지와 같은 주방가  제품뿐만 아니라 2013년 9

월에 공개된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기어(Galaxy 

Gear)’나 생체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사용자의 생

체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밴드 ‘심밴드

(Simband)’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도 포함

된다(삼성 홈페이지, 2015; 아시아경제, 2014). 

한 삼성은 2015년 9월 사용자의 수면상태를 측정

하여 분석하는 헬스 어 디바이스인 ‘슬립센스’

를 공개했고(연합뉴스, 2015), 지그비(Zigbee)와 

블루투스 력이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을 지원

하는 액세스포인트(AP)도 출시했다. 이는 을 

고속으로 탐지하여 응하는 안정 인 보안 솔

루션까지 탑재하고 있는 무선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다(삼성 뉴스룸, 2015).

한편 샤오미의 디바이스는 샤오미의 가형 

략이 가장 잘 나타난 역으로, 스마트폰과 태

블릿 외에도 샤오미 특유의 다양한 하드웨어 기

기들이 포함된다. 를 들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인 스마트 밴드와 체 계와 압계, 러닝화, 기

자 거 등의 헬스 어 디바이스가 있다. 한 샤

오미 카메라인 액션캠과 CCTV인 웹캠,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모아 모바일로 송하는 라우터 

역시 샤오미의 디바이스 제품군이다. 그 밖 에도 

스마트 구, 스마트 LED, 멀티탭, 모바일 액세서

리, 생활가 제품 등 샤오미 디바이스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출시되었고 스마트 워치나 스마트 카 

등 더 확장된 제품군으로 디바이스 역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박미 , 2015; 이낸셜뉴스, 2015). 

한편 샤오미 디바이스는 모두 자체 OS로 연결되

기 때문에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쉽게 구동하거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1>은 지 까지 분석한 삼성과 샤오미의 

CPND 가치사슬 역별로 구분했던 핵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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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삼성의 제품  서비스 샤오미의 제품  서비스

C

⦁ 크: 음악 스트리  서비스

⦁TV Plus: 스마트 TV 콘텐츠

⦁갤럭시 앱스: 삼성 앱스토어

⦁삼성페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

⦁MiMarket: 샤오미의 앱스토어

⦁Micredit: 샤오미 독자 결제수단으로 재 테마 

콘텐츠 구입에만 사용

⦁콘텐츠 제휴: 유쿠-투더우, 아이치이 등 콘텐츠 

업체와 략  제휴

P

⦁타이젠: 삼성의 자체 오 소스 OS

⦁아틱: 삼성 개방형 하드웨어 랫폼

⦁삼성 스마트 싱스 허 : IoT 기반 스마트홈 랫폼

⦁IoT js: 제리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 오 소스 

개방형 랫폼

⦁사미: 삼성 디지털 헬스 어 랫폼

⦁MIUI: AOSP로 개발한 샤오미의 OS

⦁MiHome: 샤오미의 스마트홈 솔루션

⦁MiTalk: 샤오미의 모바일 메신 이자 모바일 게임 

랫폼

⦁MiCloud: 샤오미의 콘텐츠 유통 랫폼

N
⦁이동통신사와 연합: SKT, KT, 차이나 모바일 등과 

제휴
⦁MiMobile: MVNO형태의 샤오미 이동통신 서비스

D

⦁스마트폰/태블릿: 갤럭시  갤럭시 탭 시리즈

⦁웨어러블/헬스 어 디바이스: 스마트 워치(갤럭시 

기어), 스마트 밴드(심밴드), 슬립센서

⦁PC/ 린터/카메라: 노트북, 데스크탑, 린터, 

카메라

⦁TV/스마트 TV: UHD TV, 3D TV, 스마트 TV 등의 

가 제품

⦁생활/주방가 :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등의 

생활가  제품  냉장고, 자 인지 등의 주방가  

제품

⦁액세스 포인트(AP): IoT AP

⦁기타: 휴 폰/태블릿 등 모바일용 액서서리, 카메라 

액세서리 등

⦁스마트폰/태블릿: 미(mi)  홍미 시리즈 

⦁웨어러블/헬스 어 디바이스: 스마트 밴드(미밴드), 

러닝화, 체 계(미스 일), 기자 거 등

⦁스마트 TV(미티비)  세톱박스(미박스)

⦁카메라/라우터: 스마트 카메라(액션캠), 

CCTV(웹캠), 라우터(미라우터)

⦁생활가 : 스마트 에어컨, 공기청정기(미에어), 

스마트 홈키트 등

⦁ 구/멀티탭: 스마트 구, 멀티탭, 스마트 소켓, LED 

구(이라이트) 등

⦁모바일 액세서리: 보조배터리, 무선 엠 , 블루투스 

스피커, 이어폰 등

⦁기타: 세그웨이(나인 ), 수질측정기, 커튼, 여행용 

캐리어, 인형(미투) 등

<표 1> 삼성과 샤오미의 CPND 가치사슬 비교

서비스를 비교하기 해 간단하게 제시한 것이다.

3.3 기업생태계 비교

불과 몇 년 까지 ICT 산업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스마트폰의 두로 인해 소비자와 콘텐

츠 생산자들 간의 간매개자로서 CPND의 역별 

사업자 간의 제휴로 ICT 생태계를 형성해 왔다(정원희, 

2012). 이는 ICT 생태계가 CPND의 역별 사업

자만으로 충분히 구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IoT가 확산 기 으로 어들면서 융․

복합의 개념이 새롭게 확장되기 시작했다(임양수 

등, 2015). ICT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나 융

산업, 보건산업, 공공산업 등의 외부 산업의 사업

자들까지 IoT를 통해 해당 산업의 소비자들과 

한 계를 유지하기 시작하며 융합의 패러다임

이 확장된 것이다. 한 부분의 ICT 기업들 역

시 CPND의 한 역에만 치 하지 않고 이를 최

한 확보하고 수평 으로 통합하면서 새로운 융

합의 패러다임에 따라 CPND 역만으로 구 된 

생태계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기업생태계를 형

성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샤오미 역시 

ICT 산업의 경계를 넘어 타 산업과의 유기 인 

융․복합을 추구하며 생태계를 구 하기 해 

IoT 산업에서의 CPND 역을 최 한 자체 으

로 확보하여 유연하게 통제하면서, 이를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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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삼성의 기업생태계

보다 확장되고 복잡한 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

히 CPND 가치사슬을 통한 생태계를 넘어 IoT를 

심으로 확장된 삼성과 샤오미의 기업생태계를 

심층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3.1 삼성의 기업생태계

IoT 산업에서 삼성의 기업생태계는 자체 개방

형 랫폼 제품  서비스를 CPND 역 에서

도 가장 핵심 인 역으로 두고 있다. 삼성 IoT 

산업의 직 공 자(1차 공 자)는 아모텍, 인탑

스 등 디바이스 제조 부품을 공 하는 기업들과 

타 산업과 융합되면서 해당 산업에 련된 서비

스나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 자들이 해

당한다(김상표, 한동희, 2015). 유통구조는 IoT 

용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인 갤럭시 엑스트라스

(Galaxy extras)  공식 홈페이지인 삼성닷컴의 

온라인 채 과 삼성디지털 라자와 삼성모바일

샵의 오 라인 채 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매일

경제, 2015). 삼성이 속한 표 단체는 IoT 표  공

동 개발을 한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

와 스 드 그룹(Thread Group)이 해당한다. OIC는 

IoT 연결성 표 을 지향하는 오 소스 커뮤니티

로 삼성 자, 델(Dell), 인텔(Intel), IBM 등의 기업

들과 한국, 미국, 국 등의 학 연구기 까지 

포함된 규모 표 단체이다. 이는 2015년 1월, 

IoT 소 트웨어 임워크 IoTivity를 공개하고 

오 소스 코드로 공유하고 있다(CIO, 2015). 스 드 

그룹은 네스트랩스(Nest Labs)가 주도하고 ARM, 삼

성 등이 참여하는 그룹으로 홈 네트워크 표 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세부 으로는 가 기기 

속을 매끄럽게 하며 보안  력 기능까지 갖춘 

무선통신 로토콜 개발을 다루고 있다(ITworld, 

2014). 한편 2차 공 자는 부품 공 업체에게 소

재를 공 하는 소재 공 자들로 보았고, 보완  

제품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삼성 스마트폰의 

핵심으로 보이는 구 의 안드로이드와 삼성과 제

휴를 맺고 있는 이동통신사들로 분류했다. 마지

막으로 1차 소비자는 삼성 디바이스  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B2C 소비자들과 삼성의 랫폼인 

아틱  IoT js을 활용하여 IoT 기기나 앱을 개발

하는 B2B 소비자가 모두 해당된다. 이에 따라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  B2B 소비자들이 생산한 

결과물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들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업생태계를 넓게 보면, 정부정책과 국

내외 정부기 이 포함되는데, 표 인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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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사물인터

넷 기본계획｣을, 국내 기 은 미래창조과학부, 한

국정보통신기술 회, 방송통신 원회, 한국인터

넷진흥원, 사물인터넷 특별기술 원회 등을 들 

수 있다(한국정보통신기술 회, 2014). 한 로

벌 기 은 세계 7  주요 표 화 기 5)과 국내외 

13개 기업, 국내 8개 기 이 참여한 ‘IoT 로벌 

의체’가 표 이다(디지털데일리, 2014; 한국

정보통신기술 회, 2014). 마지막으로 삼성 인베

스터즈 포럼에 참여하는 삼성 투자자들과 삼성의 

노동자들을 한 삼성 노동조합, 삼성이 속해있

지 않은 올신(Allseen Alliance)6)과 같은 표 단체, 

삼성과 유사하게 랫폼을 심으로 IoT 산업에 

진출한 애 과 구  등의 경쟁조직까지 삼성과 

간 으로 상호작용하는 기업생태계 내 구성원

으로 볼 수 있다(헤럴드경제, 2015; 한국인터넷진

흥원, 2014). 

지 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삼성의 기업생태

계는 <그림 4>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3.3.2 샤오미의 기업생태계

IoT를 심으로 한 샤오미의 기업생태계는 CPND 

역 가운데에서도 자체 OS인 MIUI와 스마트홈 

솔루션 미홈, 유기 으로 연동되는 다양한 디바

이스들을 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샤오미의 직

공 자는 탁생산 기업, 샤오미 제품 제조사 

그리고 삼성과 마찬가지로 타 산업 내의 련 서

비스, 정보  콘텐츠 제공자들이다. 샤오미의 하

드웨어 에 샤오미가 생산하는 것은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 TV, 셋톱박스 그리고 라우터 

정도이며(비즈니스포스트, 2015), 이 제품들도 잉

화다 혹은 폭스콘 등의 탁생산 업체들에게 설

5) 국내의 TTA, 유럽의 ETSI, 북미의 TIA, ATIS, 일

본의 ARIB, TTC, 국의 CCSA로 구성됨(한국정

보통신기술 회, 2014).

6) 올신은 컴(Qualcomm)을 심으로 마이크로소

트(MS), LG, 샤 (Sharp) 등이 속한 가장 큰 표

단체임(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계도를 제공하여 생산된다(머니투데이, 2015). 그 

외의 제품들은 샤오미가 기존 완성품 제조사에게 

투자하면서 트 십을 맺어 확보하기 때문에 로

 문업체 나인 (Ninebot), 이어폰 업체 원모

어(1 More), 보조배터리 업체 쯔미(Zmi) 등의 스

타트업 완제품 제조사들을 1차 공 자로 볼 수 있

다(배은 , 2015). 한편 샤오미는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인 미닷컴(mi.com), e-커머스 서비스인 티

몰(T-mall) 등의 온라인 채 을 통해 체 물량의 

약 80%를 유통하고, 약 20%는 국 이동통신사

에게 약정으로 매하여 유통비용을 감하고 있

다(머니투데이, 2015; 윤석훤 등, 2012). 한 샤오

미의 2차 공 자는 1차 공 자에게 부품을 조달

하는 기업들로, CPU를 조달하는 컴이나 디스

이 패 을 조달하는 LG 등을 2차 공 자로 

고려할 수 있다(양옥빈 등, 2015). 샤오미의 보완

 제품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오 소스 로

젝트(AOSP)로 개발된 MIUI의 특징을 고려하여 

구 의 안드로이드를 보완  서비스로 볼 수 있

고( 키피디아, 2015), 국 내에서 략  제휴를 

맺고 있는 유쿠-투더우나 이동통신 업체들로 볼 

수 있다(아이티투데이, 2014; 윤석훤 등, 2012). 그

리고 샤오미는 개방  랫폼을 제공하는 삼성과 

달리 샤오미의 랫폼이 탑재된 완제품들을 샤오

미 랜드로만 시장에 출시하기 때문에 직 소비

자만 존재한다. 샤오미는 이들을 미펀(米粉, Mi 

Fan)이라고 칭하며, 단순 고객의 의미를 넘어 팬

클럽으로 인식하여 샤오미 블로그나 포럼에 미펀 

의견이 제시되면 극 으로 반 하여 MIUI를 

제공한다. 미펀 역시 높은 충성도로 입소문 략 

등의 고객 참여형 마 을 추진하며 차별  고

객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양옥빈 등, 2015). 이에 

따라 2014년 기 으로 샤오미 블로그  포럼의 

가입자 수는 1,400만 명을 돌 했다(배은 , 2014).

다음으로 넓게 본 생태계 구성원의 정부정책  

기 에는 표 으로 2012년부터 실시된 국의 

‘사물인터넷 12차 5개년 개발 계획’과 국 IoT 

표  확립에 힘쓰는 국통신표 화 회(C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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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샤오미의 기업생태계

를 들 수 있다. 국 정부정책  기 과 다소 긴

한 계를 맺지 않고 있는 샤오미에게 앞으로 

정부정책  기 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는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샤오미의 투자

자는 10억 달러 규모의 최  투자자인 올스타인

베스트먼트, 2.5억 달러를 투자한 원펑 캐피털 그

리고 1.5억 달러를 투자한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이 속한다(이코노미인사이트, 2015). 한 기타 

이해 계자들은 특허를 다루는 특허 리 문회사

(NPE)를 들 수 있는데, 2014년 12월 통신업체 에

릭슨에게 통신특허 침해문제로 인도에서 소송을 

벌인 경우나 2015년 12월 특허 문 기업 블루스

이크에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고려하면, 창조  모방으로 성장해 온 샤

오미에게 특허와 련한 이해 계자는 큰 으로 

작용할 수 있다(비즈니스포스트, 2015; 비즈팩트, 

2015). 마지막으로 기존 랫폼 기업들이 속한 기

업생태계나 국 내에서 IoT에 진출하는 알리바

바, 바이두 등의 자국 기업들을 샤오미의 경쟁조

직으로 고려하여 간 인 기업생태계 구성원으

로 포함할 수 있었다. 샤오미는 IoT 표 단체에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탁생산업체나 

스타트업의 투자로 공 자와의 긴 한 제휴를 통

한 충성고객층 확보로 의의 기업생태계는 충분

히 유기 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 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샤오미의 기업생태

계는 다음 <그림 5>처럼 도식화할 수 있다.

Ⅳ. 분석결과  결론

4.1 삼성과 샤오미 기업생태계 유형 비교

앞서 분석한 삼성과 샤오미의 기업생태계는 

<그림 2>의 김창욱 등(2012)이 구분한 기업생태

계 유형 매트릭스에서 각각 2사분면의 기술요소

형과 4사분면의 채 통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삼성과 샤오미의 랫폼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며 구분된 유형이다. 먼  삼성이 IoT 산업에

서 제공하고 있는 랫폼은 개방 인 형태로, 다

양한 참여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이 제공하고 있는 

랫폼은 타이젠과 아틱과 같은 간재의 랫폼으

로, 참여기업들은 삼성의 랫폼을 활용하여 완

제품을 생산하고 직  소비자들에게 매하는 특

성을 보인다. 반면 샤오미가 제공하고 있는 랫

폼은 폐쇄  랫폼으로, 샤오미가 투자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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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김창욱 외(2012).

<그림 6> 삼성과 샤오미의 기업생태계 비교: 시장거래 도식화를 심으로

참여기업들만 제한 으로 샤오미 랫폼을 활용

하여 완제품을 제조할 수 있고, 샤오미의 유통망

을 통해서만 최종 소비자에게 매되는 폐쇄 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IoT 산업을 CPND 

역 에서도 자체  랫폼 역을 통해 선도하

기 해 략을 펼치고 있는 삼성과 샤오미의 기

업생태계는 두 기업이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랫폼의 특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처럼 상이한 두 이용자 집단, 즉 참여기

업과 최종 소비자가 추기업의 랫폼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시장을 양면시장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랫폼은 양면시장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이런 환경을 통해 두 집단은 원활한 거래를 수행

할 수 있는 것이다(이상규, 2010).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삼성과 샤오미의 랫폼 특성에 따라 구

분된 기업생태계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해 양면시장의 시장거래 도식화로 가시화하여 

비교하 다. 먼  <그림 6>의 좌측에 제시된 도

식화는 삼성을 추기업으로 고려한 시장거래 도

식화이다. 삼성이 <표 1>에 제시했던 여러 자체 

랫폼을 부품기업과 IoT 기기  서비스 기업에

게 개방 으로 제공하면, 부품기업이 제조기업에

게 자 을 받아 부품을 제공하고 제조기업은 삼

성의 랫폼을 활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완제품

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를 들어 삼성의 반도

체칩 랫폼 아틱을 기반으로 제조기업이 특정 

IoT 기기를 제작하여 매하는 형태로, 기술요소

형의 도식화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그림 6> 우측

의 도식화는 샤오미의 자체 랫폼을 즈미, 원모

어 등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공받아 샤오미 

랜드의 완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매하는 거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때 최종 매 유통망 역시 

미닷컴과 같은 샤오미의 유통망으로 매되기 때

문에 샤오미 랫폼을 활용한 참여기업들은 모두 

샤오미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는 채 통제형의 

도식화라고 볼 수 있다.  

4.2 기업생태계 유형에 따른 략  제언

오늘날 단일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더 이상 경

쟁우 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은 이해

계자들과 긴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생태계

를 형성하게 되었다(정은미 등, 2011). 한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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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력인 IoT 산업은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속

한 표 인 산업으로 기업생태계 단 의 경쟁력

이 필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IoT 산업의 기

업들은 기업생태계가 랫폼 참여자의 확보로 인

해 더욱 성장하고 발 하기 때문에 이를 한 유

형별 략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기술요소형

인 삼성은 참여기업이 최종 소비자들에 비해 상

으로 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단기 으로 

최 한 많은 참여기업을 확보하는 략이 필요하

다. 삼성의 랫폼을 활용하는 참여기업이 많이 

확보될수록 IoT 산업의 랫폼 표 이 될 가능성

이 높아지기 때문에, 삼성은 호환되는 OS를 많이 

확보하는 등의 차별 인 가치를 제공하며 참여기

업을 확보해야 한다. 반면에, 채 통제형인 샤오

미는 상 으로 샤오미의 랫폼을 완제품에 탑

재만 하는 참여기업들 보다는 활발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활용하는 최종 소비자들을 확보하는 것

이 더욱 효과 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샤오

미는 샤오미 랜드로 출시되는 다양한 IoT 제품

군들을 샤오미화(化)하여 최종 소비자들을 충성

도가 높은 고객으로 유지하는 략이 요구된다. 

그 다면 어느 정도의 랫폼 참여자들이 확

보된 이후의 장기 인 략의 방향은 무엇일까? 

랫폼의 참여자가 확보되어 랫폼의 가치가 높

아질수록 기업생태계에 참여하는 그룹들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순환 과정을 해 장

기 으로 랫폼의 꾸 한 확산  한계 개선 

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삼성은 랫폼 내의 기술 

 정보 장애 문제를 지속 으로 개선하며 새로

운 참여기업들을 유인하는 략이 필요하다. 

한 참여기업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까지 고려하

여 기능  문제를 개선하는 략까지 구축한다면 

안정 으로 산업 내 표 으로 확립될 수 있을 것

이다. 반면에 샤오미는 장기 으로 고객을 고착

시키기 해 SNS나 블로그를 통해 지속 으로 

소통하고 고객의 의견을 반 하며 충성고객층을 

유지하는 략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완제품 제조사 가운데 샤오미의 통제 하에 샤오

미 랜드로 출시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분석

으로 선별하여 샤오미의 기업 가치를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 이처럼 두 기업의 기업생태계 유형은 

상이하지만, 각 유형에 합한 략을 수행한다

면 충분히 IoT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가치를 창

출할 수 있을 것이다. 

4.3 결론  제언

오늘날 시장  기술의 변화로 새로운 가치창

출 패러다임에 직면하면서 기업들은 경쟁우 를 

창출하기 해 단일 기업의 가치창출 활동을 넘

어 기업생태계 단 의 업과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ICT 산업과 타 산업의 융합의 확산으

로 새로운 융합 패러다임이 두되면서 ICT 기업

은 기존의 CPND의 각 역 주체들 간의 제휴를 

통한 생태계를 벗어나 고객, 공 업체, 생산업체, 

융기 , 표 기 , 정부 등의 모든 이해 계자

들을 포 한 확장된 개념의 기업생태계를 형성하

기 시작했다. 그리고 확장된 생태계의 발 과 진

화를 도모하기 해 경제활동에서도 생태계  

근이 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

양한 이해 계자들의 참여가 필수 인 IoT 산업

을 선정했다. 한 동태 인 시장 환경을 악하

기 해 삼성과 샤오미를 심으로 각 기업이 확

보하고 있는 CPND 가치사슬을 분석했다. 특히 

두 기업의 IoT 랫폼 역을 심으로 기업생태

계 유형을 구분했고 그에 따라 합한 략을 제

언했다. 

이와 같이 최신 동향을 반 하여 두 기업의 사

례를 심층 으로 비교 분석한 본 연구의 시사

은 첫째, 다방면으로 연구되어 온 기업생태계 이

론을 IoT 산업이라는 최근 트 드에 목시켜 실

질 인 시장 환경을 반 한 동태  으로 연

구를 수행했다는 을 들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랫폼 기업이 아닌 삼성과 샤오미의 독자 인 

랫폼 개발을 심으로 사례를 분석했다는 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 으로 신생기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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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징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샤오미를 선정하여 

심층 으로 분석했다는 에서 차별 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직까지 성숙한 시장 구조가 

마련되지 않은 IoT 산업을 심으로 연구를 수행

했기 때문에 기업생태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에

는 어려움이 존재했다. 재까지 IoT 산업의 표

은 확립되지 않았고,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 한 

형성되지 않았다는 특성으로 인해 IoT 산업에 진

출한 두 기업의 사례 분석을 명확하게 수행하기

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한 기업들 역시 IoT 

산업의 진출 기 단계로 구체 인 성과를 측정

하기 어려워 정량 인 분석을 수행할 수 없었다

는 도 한계 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IoT 산업

이 성숙기에 진입하게 되어 산업 표 이나 기업

생태계가 보다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정량 인 분석 수행이 가능할 것이

다. 를 들어 Iansiti and Levien(2004)의 연구에서 

기업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기 해 제시한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정성  연구와 함께 정량 인 

분석까지 추가 으로 수행한다면 보다 정확한 비

교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기술 

혹은 자 의 흐름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기업생태계 내 구성원들 간의 거래를 

가시화 한다면 참여자들 간의 연결 정도에 한 

객 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타당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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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global market environment, companie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

tions Technology (ICT) industry have begun to pursue cooperation and competition on a business ecosystem 

level. In particular, to become a leader in the new growth engine industry of Internet of Things (IoT), 

companies around the globe aim to consolidate vertically up the value chain through a solid establishment 

of their platforms. This paper looks at Samsung and Xiaomi, whose strategies for creating an ecosystem 

based on their own platforms differ in accordance to the ecosystem in which they compete. An analysis 

of these two companies indicate that Samsung pursues a strategy to become the market standard by 

openly sharing its platform with complementary companies, whereas Xiaomi pursues a strategy that achieves 

value as a channel owner through the restriction on which companies may become partners. This paper 

concludes that as Samsung and Xiaomi strive to become IoT industry leaders, each company pursues 

a variant of a platform-based value chain integration strategy based on the specific nature of the ecosystems 

in which they compete, thereby creating value through a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ir partner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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