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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신발의 잔존수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매립 및 소각되고 있는 신발의 재활용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

기 위해 모델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 워크를 구축한다. 도출된 요소와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은 신발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소비자의 가계부담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매립 및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신발, 고품, 재활용,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모델

Abstract

In this paper, a business model for recycling of shoes that has been landfilled and incinerated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remaining life of shoes has been proposed. Element and framework was derived to construct a business model for shoe recycling.

Based on the derived elements and framework, the business model suggested will be able to build up a new business area in

the footwear industry, and it can minimize consumer's household spending and reduc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landfill

and incineration.

Key words : footwear, old product, recycling, sustainability, business model

1. 서 론

지면과 날씨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부터 인체의 발

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발은 20세기 초 재봉설

비와 고무창의 개발로 대량 생산체계를 갖출 수 있었으

며, 수십 년 간 신발 소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

행됨에 따라 다양한 종류 및 형태의 신발이 출현하게

된다. 또한, 소비 시장의 빠른 변화와 소비자 패션 트랜

드의 급속한 변화는 신제품의 출시 주기를 앞당기게 된

다. 그러나, 신발의 다양한 형태와 짧아진 출시 주기는

소비자들의 신발 교체주기를 짧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신발의 수명주기 또한 단축되게 되며, 제품의 수명이 다

하지 않은 신발을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디자인을 고려한 다양한 소재의 개발은 신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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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별 수명을 달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신발 전체

는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부위의 파손, 갈라

짐, 찢어짐 등의 고장으로 인해 신발을 폐기하는 사례

도 빈번히 발생하게 되며, 해당 사례를 Fig. 1에 나타

내었다. 신발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가장 큰 이

유는 신발 창과 갑피를 조립하는 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창과 갑피는 영구 체결방식인 접착

체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접착 체결방식은 부품의 손

상없이 해체하기가 아주 어려운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고장 난 부품만을 교체할 수 없어 특정 부분의 손상만

으로도 폐기되고 만다. 특히, 폐기되는 신발은 일부가

재활용, 재사용, 에너지 회수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뿐 대부분의 신발은 매립된다. 매립이 신발 폐기물 처

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으로는 폐기되는 신발

의 회수방법 미비, 재활용 방법 및 공정 부재, 재활용에

따른 가치 회복 방법 부재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1). 

사용 후 제품의 재활용, 재사용 및 재제조가 빈번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EU 연합 및 해외 선진국들은

95%(2015년 기준)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

으며, 공급자 및 소비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이점을 가

지고 있어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다2-4). 신발산업의 경

우 자동차산업이나 중공업산업에 비해 재활용, 재제조

및 재사용 등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며, 시장 형성을 위

한 수익모델도 제시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 후 폐기되는 신발의 지속가능성

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Fig. 2에

나타난 흐름과 같이 신발산업의 현황 파악을 통해 특징

을 분석하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찰한다. 이후,

신발산업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신발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2. 신발산업의 지속가능성 

2.1. 신발산업 현황

신발산업은 대표적인 경공업 분야의 산업으로서, 자

본집약도가 높은 철강산업이나 화학산업과 달리 대규모

의 장치나 막대한 초기자본이 필요치 않은 산업이다. 특

히, 반도체산업, 정보통신산업 등과 같은 첨단산업에 비

해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저기술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타 산업에 비해 기술적인 집약도가 낮을 뿐

만 아니라, 생산을 위한 공정의 기술적 변화도 급격하

지 않은 성숙산업에 해당되며 인력의 숙련도에 매우 의

존적이다. 

신발 산업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도부터

2004년까지 약 14년간 세계의 신발 생산량은 70% 포

인트 가량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

년 170억족이 생산되던 신발은 2015년도에 들어서는

Fig. 1. Examples of disposals due to partial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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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억족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1,5). 소비량에서도

1950년도에는 전세계인구 1인당 1족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도에는 일인당 평균 2.6족으로 증가한 나타났다1).

신발의 생산량 및 소비량의 증가는 폐기량의 증가로 이

어지게 되는데, 영국의 경우 매년 3억 3천만족의 신발

이 소비되며 200,000톤(ton)의 폐기물이 발생한다6). 국

내의 경우 2011년에 소비된 신발은 약 111백만족7)으로

신발 1족의 평균 무게를 약 600g으로 가정하였을 때

67,000톤(ton)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폐기물의 95% 이상은 매립되며 그 중 일부만

재활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2.2. 신발산업에서의 재활용을 위한 활동 

신발은 섬유, 화학소재, 고무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

의 소재가 바탕으로 갑피(Upper), 안창(Insole), 중창

(Midsole), 겉창(Outsole) 등으로 만들어지며, 각각의 부

품을 접착 또는 재봉을 통해 조립된다(Fig. 3). 신발은

일반적으로 화학적 접착제를 이용해 창과 갑피를 조립

하게 되는데 부품의 분리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피착

면의 파괴가 일어남으로 인해 부품 자체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할 수 없다. 재봉을 통한 조립의 경우에도 분리

를 위해 작업자가 일일이 재봉된 부분을 해체해야 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이처럼, 접착이나 재봉을

통해 체결된 신발은 난해한 분리공정으로 인해 부품의

손상을 막을 수 없으며 재활용을 통한 수익성의 관점에

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현장에서는 나이키(NIKE), 아디다스(ADIDAS)

등 일부 제조사에서 신발의 재활용을 실시하고 있는데,

나이키의 경우 수명이 다한 신발의 재활용을 고려해 설

계, 생산, 유통 하는 ‘Reuse-A-SHOE-Program'을 통해

Fig. 2. Research framework of business model considering recycling of footwear.

Fig. 3. General structure of athletic foot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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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신발의 수집, 해체 및 파쇄를 통해 타 산업의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2015년 까지 3천만족의 신발

을 재활용해 신발 원자재에 일부 사용될 뿐 대부분이

테니스코트, 경기트랙 등에 적용되고 있다8). 신발의 재

사용 사례로 사용 후 수거된 신발의 세척, 보수 등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폐기되는 신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수명을 늘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 또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덤핑(Dumping)으로 인해 자국

신발의 생산량 감소 및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9).

이처럼 나이키와 같은 대기업에서도 재활용을 위한

활동은 아주 미미할 뿐만 아니라 신발 산업 전체에서는

재활용에 대한 개념조차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특히 매년 엄청난 수의 신발을 생산하고 신제품을

끊임없이 출시해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지만 폐기와

이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로,

수명이 다한 신발의 자원 재활용 모델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폐

기되는 신발의 재활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

며, 이를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 

3. 비즈니스 모델 문헌 고찰

1990년 대 말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전통

적 기업에서의 가치와 수익 창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보와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방식이 태동하게 된

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기존의 전통적 사업과 다른 영

역을 구체화 하고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의 개념이 도입되는 계기가 된다.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

가에 대한 도움을 주는 개념적 도구로써의 역할을 수행

함과 동시에 사업을 비교, 분석/성능평가, 관리, 통신 및

혁신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로 정의 하였으며 주로 E-Business

를 중심으로 논의 되었다10,11).

일반적으로 널리 수용되는 비즈니스 모델의 일반화된

정의는 없지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의 질문에 대

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15).

 ▪ 누가 우리의 고객인가? 

 ▪ 고객의 가치는 무엇인가? 

 ▪ 어떻게 최적의 비용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반 경제논리는 무엇인가?

즉, 비즈니스 모델은 누구를 대상으로 제품의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며, 제공된 가치를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단은 무엇인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을 위한 연구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비즈니스의 흐름과 과정을 설명하는 비즈니

스 모델 및 비즈니스의 구성 체계를 나타내는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

이 도입된 초기에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Stewart and Zhao16)는 기업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

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원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정

의하였으며, Mayo and Brown19)은 경쟁력 있는 비즈

니스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상호의존적

시스템의 설계로 정의하였다. Morris et al.20)은 정의된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벤처

전략, 아키텍처 및 경제 영역에서 의사 결정 변수의 상

호 연관된 집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간결한 표

현으로 정의하였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연구 이후 비즈니스 모델

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

였으며, 이후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비즈니

스 활동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끔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

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는 비즈니

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요소가 나타나야 하며, 구성요소에 따른 상호관계가 유

기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고려

된 구성요소는 Table 1과 같이 4 ~ 9개의 요소로 구성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소의 개수와 상관없

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는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 목표 고객(Market Segment), 가치사슬

(Value Chain), 비용 구조와 목표 이윤(Cost Structure

and Target Margins), 가치 네트워크(Value Network),

경쟁 전략(Competitive Strategy)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yna and Striukova18)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를 Value Proposition, Value Creation, Value

Capture, Value Delivery, Value Communication 등과

같이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5개의 큰 구성요소와 각

2~3개의 세분화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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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활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4.1.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 결정 

신발의 재활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신발 완

제품의 분리 및 이를 다시 신품으로 가공 및 체결하기

위한 요소기술이 확보되어야 하며, 재활용 가능한 신발

을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재활

용 가능한 신발을 판매함으로써, 가치를 확보할 수 있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판매된 신발은 재활용을 함

으로써 신품화, 부품화, 원자재화 될 수 있어야 한다.

고품의 신발은 회수 과정 및 재활용 공정을 통해 신발

에 원래의 기능을 재부여 함으로써 가치의 재창출이 가

능하며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핵심자원을 활용해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제안 및 제안된 가치에 대한 확보, 가치

의 지속적 흐름, 가치가 다한 제품 또는 부품의 가치

부여를 위해 핵심자원(Key Resources),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 가치 확보(Value Capture), 가치 망(Value

Network), 가치 재창출(Value Regeneration) 등 5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즉, 재활용을 고려한 가치 재창

출은 수명 또는 목적이 다한 고품의 전처리(회수, 검사,

분리, 성능평가, 특성분류, 가공, 보수 등) 과정을 수행

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을 토대로 성능에 따른 가격 결

정, 회수에 따른 보상 방안 등을 통한 재활용품의 가치

재창출을 핵심활동으로 정의하였다. 

4.2.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

비즈니스 모델의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구성요소를 구

조화하는 방법으로 위계적 관점과 구성요소들의 인과관

계를 반영하여 구조화 되어야 한다10).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안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Fig. 4와 같은 비즈

니스모델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핵심 요소는 자원, 기술, 공정, 브랜드 등 재화 및

서비스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나타

내었으며, 가치 제안은 어떠한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며 목표가 되는 시장에 어떠한 전략으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구성요소이다. 가치 확보는 가치제안을

통해 목표 시장에 전해진 가치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요소이다. 가치

망은 제안된 가치를 어떠한 형태로 유통시키고 어떻게

흘러가지는지를 나타내며, 가치재창출은 수명이 다한 제

품에 핵심역량을 이용해 다시 제품화 할 수 있는 요소

를 나타낸 것이다.

각 구성요소들은 프레임워크 내에서 유기적으로 동작

하며, 각 구성요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만족시키

기 위해 수단을 결정하며, 신발 완제품의 비즈니스 모

델과 관련된 활동1(Activity 1)과 사용 후 제품의 재활

용과 관련된 활동 2(Activity 2)로 구분하였다. 활동 1

에서는 가치 제안, 가치 확보, 가치 망 등의 활동을 신

발 신품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사용 목적이 다하

였거나 폐기되는 신발은 재활용 할 수 있는 핵심 자원

을 통해 가치를 재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확보함으로

써, 신발로써의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1. Compare of Component in Business Model 

Source Component

 Osterwalder and Pigneur12)
Customer Segments, Value Proposition, Channel, Customer Relation, Revenue Streams, Key 

Resources, Key Activities, Key Partnerships, Cost Structure

Johnson and Christensen13) Customer Value Proposition, Profit Formula, Key Resources, Key Process

 Chesbrough and Rosenbloom14) Market, Value Proposition, Value Chain, Cost and Profit, Value Network, Competitive Strategy

Morris et al.16) Offering, Market, Internal Capability, Competitive Strategy, Economic, Personal 

Shafer et al.17) Strategic Choices, Value Networks, Create Values, Capture Values

Fig. 4. Framework of business model for foot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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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비즈니스 모델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정의된 구성요소와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Fig. 5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였다.

비즈니스 프레임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신발 완제품

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활동 1과 사용 후 제품에

대한 재활용과 관련된 활동 2로 구분하였다. 

활동 1은 재활용이 가능한 신발의 제작, 가치 부여,

수익 창출, 가치의 지속성 등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었

으며, 활동 2는 수명이 다하거나 폐기되는 신발의 수거

를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는 활동을 나타낸다. 

5. 결 론

신발 완제품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판매방식을 갖추고 있으며, 산업 또한 성

숙기에 접어든 대표적 산업이다. 또한, 삶의 질이 향상

됨에 따라 개인이 연간 보유하는 신발의 수량 및 종류

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신발은 용

도가 다 한 후 대부분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 후 신발을 재활용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개념이 정

립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 후 폐기 또는 매립 되는 신발의

재활용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핵심

요소 및 가치 제안, 가치 확보, 가치 망, 가치 재창출

등 5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신발의 재활용 산

업에 적합한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제안

된 비즈니스 모델은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가계의 부담

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신규 시장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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