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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important to choose and develop right business model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ubiquitous 
service concept. In particular, it is also required to build a method which can assist in establishing a 
business model in a competitive perspective to differentiate business strategy. However, we could not find 
the existing studies which tried to develop business model including methods on how to differentiate 
business strategy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is study, we propose an ontology for repository of 
ubiquitous business model and address on how to apply the proposed business model repository to real 
ubiquitous industry. We also built a repository of unlicensed wireless device industry to check the 
applicability of proposed ubiquitous business model ontology and to show the various examples. We 
expect that building the business model repository contributes to reduce the redundancy and inefficiency 
for industry as well as to increase likelihood of business success for an individu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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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유비쿼터스 비즈니스와 관련된 서비스 컨셉이 속속 출현

하고 있고, 이들 중 다수의 서비스 컨셉에 대해서 사업화가 시

도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서비스 사업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현재 사업화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

터넷 버블로 표현되는 상당수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들에 대한 

몰락 원인을 재조명함으로써 사업화에 대한 타산지석으로 삼

을 필요가 있다. 2001년 이후 이들 인터넷 기업의 사업화 실패 

및 투자 환경의 급속한 냉각은 수익 모델의 부재와 과다한 서

비스 출혈 경쟁이 주요 요인이었다고 보고되고 있다(Kwon and 

Kim, 2006). 이에 비해 2003년 이후 살아남은 인터넷 기업은 차

별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 있는 전략을 보유한 극소수의 

인터넷 기업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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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기 시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 사업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유비쿼터스 서비스 컨셉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비즈니

스 모델의 선택과 개발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차별화된 경쟁 

전략의 수립을 위해 경쟁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서비스 컨셉이란 기업이 고객을 위해서 ‘무엇(What)’을 ‘어떻

게(How)’하겠다는 의사표명이며, 서비스 아이디어에 고객을 

위한 가치가 부가된 개념이다. 한편 비즈니스 모델은 그 범위

와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Amit and Zott(2001)는 

비즈니스모델을 “사업 기회를 개발하기 위해서 설계된 거래 

구성 요소의 구조적 형태”로 정의하였고, Rappa(2005)와 Rayport 

and Jaworski(2001)는 “기업이 수익성을 창출하여 지속성을 가

질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

하고 있으며, Timmers(1998)은 “제품, 서비스, 정보 흐름의 구조

로써 다양한 비즈니스 참여자들과 그들의 역할, 참여자들의 

잠재적 혜택과 수익의 원천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 정의하였

다. 그리고 선행 연구자들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

발이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Amit and Zott, 2001; Rappa, 2001; Rayoport and Jaw-

orski, 2001; Timmers, 1998).

최근 유비쿼터스 서비스 컨셉과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급

증하고 있지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간 경쟁 관점에서 차별화

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경쟁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업계 동향 분석과 경쟁 서비스 컨셉 및 경쟁 사업자의 

전략에 대한 비교 분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

의 비즈니스 모델이 체계적으로 정리/수집된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의 구축이 필요하다. e-비즈니스의 실패가 차별화된 전

략과 수익 모델의 부재였음을 상기할 때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의 태동기인 현재 관련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파악하여 

저장소를 구축함으로써 중복된 비즈니스를 배제하고 차별화

를 통한 상생의 비즈니스를 유도하는 것은 개별 기업뿐 아니

라 산업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를 구축

하기 위한 온톨로지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경쟁 전략 수립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가 

일단 구축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관점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첫째, 특정 산업내 기업들을 샘플링하여 저장소를 구축한다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구성 요소 관점에서 해당 산업에 대한 

동향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매출액, 제품 동향 등의 유형적인 

요소 외에도 사업자의 추구 가치 및 역량, 사업자 전략 등 다양

한 비즈니스모델 구성요소 관점에서 산업 동향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가 비즈니스 성공에 

필요한 유무형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

존 산업내 경쟁자와는 차별화된 가치 제공 전략 및 차별화 전

략 수립에 필요한 분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불루 오션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써 산업 내 경쟁 사업자가 포지셔닝하고 

있지 않은 공백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를 위

한 온토로지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저장소의 다양한 

활용 예를 제시하기 위해 비면허 무선기기 업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를 직접 구축하였다. 정부는 최근 자유

로운 주파수의 이용을 통한 무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FACS 

(Flexible Access Common Spectrum) 대역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

며, 비면허 무선기기 산업 분야는 FACS 대역에 대한 높은 수요

가 예상되는 만큼 신규 유비쿼터스 서비스 사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이다. 

2. 기존 연구

비즈니스 모델 관련 연구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 분류 연구

로 출발하여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를 정의하는 단계를 지

나 비즈니스 모델 온톨로지를 개발하고 이를 응용하는 연구로 

진화해 왔다(Gordijn et al., 2005). 본 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구

성 요소 관련 연구와 비즈니스 모델 응용 연구를 중심으로 기

존 연구를 분석한다.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 연구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것

이 Timmers(1998)의 연구이다. 그는 비즈니스 모델을 1) 제품, 

서비스, 정보 흐름 등의 구조와, 2)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자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에 대한 기술 및 3) 수익원에 대한 기

술이라고 정의하였다. Afuah and Tucci(2001)는 비즈니스 모델

의 구성 요소로 고객 가치, 범위, 가격, 수익 원천, 연계된 활동, 

실행, 사업 수행 능력, 지속 가능성의 여덟 가지 항목을 제시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fuah and Tucci(2001)의 연구에서와 같

이 비즈니스 모델을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사업자의 

전략과 수행 능력, 실행 인프라를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

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 이행과 관련된 마

케팅 전략은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에서 제외하였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 연구가 e-비즈니스 모델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구성 요소 연구도 최근에 발표되고 있다. Hwang et al. 

(2005)은 e-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와 가치 이론에 기반하여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가치 자산, 가치 행위자, 

가치 정황, 가치 창출 로직, 비즈니스 가치 명제, 고객 가치 명

제, 가치 가정의 7가지 요소를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로 보

고 있다. 이 연구는 고객 가치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 구

성 요소를 세분화하였고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만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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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적인 요소로 가치 자산과 가치 정황 요소를 도입했다는 점

이 특기할 만하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각 개념들과 속성, 개념간의 관

계 및 제약 사항들을 공식화되고 명시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의사소통과 명확한 개념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비즈니스 모델 온톨로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Fensel, 2001; Fox, 1998; Gordijn et al., 2005). Osterwalder et al. 

(2002)는 e-비즈니스 모델을 명시적으로 기술할 목적으로 e-비

즈니스 모델링 언어(eBML)와 e-비즈니스 핸드북(eBMH) 및 설

계 도구를 각각 개발하였다. eBML은 XML을 기반으로 하여 e-

비즈니스 모델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명세 언어로써 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기술하면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 

간의 비교 및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eBML을 

활용하여 e-비즈니스 모델을 기술하면 그래픽 형태의 비즈니

스 모델 표현뿐 아니라 재무 보고서용 비즈니스 모델, 사업 계

획 수립용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비즈

니스 모델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eBMH는 MIT 프로세스 

핸드북(Malone et al., 2003)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e-비즈니스 사례에 대한 수집과 축적을 통해 궁극적으로 e-비

즈니스 모델 저장소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비즈

니스 모델 설계 도구는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적용, 평가 과정

을 지원한다. 이들의 연구는 e-비즈니스 모델 온톨로지에 기반

하여 중기적으로는 BSC(Balanced Score Card) 기반의 e-비즈니스 

성과 측정을 위한 매니지먼트 칵핏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추가하여 사업화 이전 단계에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한 설계 

내용을 수익 및 비용 관점에서 검증하고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eBML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는 물리적인 인프라나 

사용 정황 정보 등 유비쿼터스 기술 사업화에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할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Hwang et al.(2005)에서

는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므

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모델 제공자가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중개상모델, 포

털모델 등은 오프라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좋은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모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IT인프라와 같은 

유형자산은 지식, 특허, 브랜드 등의 무형자산 만큼 비즈니스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한편, 정황변수의 적절

한 활용은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를 독특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는 정황변수가 고객의 인지의 정확성, 접속의 편리성, 응답

의 신속성을 증진함으로써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

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인프라나 사용 정

황 정보 등 유비쿼터스 기술 사업화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 구축 온톨로지를 설계

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경쟁 전략 수립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 구축을 위한 온
톨로지

본 장에서는 Afuah and Tucci(2001), Osterwalder et al.(2005), Joo 

(2002) 등이 제시한 e-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를 근간으로 하

고, Hwang et al.(2005)의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 구축

을 위한 온톨로지를 제시한다.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 기획이

나 전략적인 선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나치게 세부

적인 구성 요소 설계보다는 전략 구성에 필요한 수준에서 구

성 요소의 상세 설계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

구에서의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는 서비스와 사

업자의 역량 및 전략을 포함하는 광의의 범위로 정의하였지만, 

본 연구가 사업화를 위한 경쟁 전략 수립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직 구조와 시스템, 마케팅 및 재무 전략 등 사업 운영 

및 이행과 관련된 구성 요소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 구

축을 위한 온톨로지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온톨로지 연구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 대부분의 연

구가 e-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한 온톨로지로 개발된 것에 비

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비즈니스 모델 온톨로지는 유비쿼터

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온톨로지로 특화되어 구성되었

다. e3Value 온톨로지의 경우, e-비즈니스를 위해 참여자간 가

치 교환에 역점을 두고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

발되었고(Gordijn et al., 2005), BMO(Business Model Ontology)의 

경우, 채널, 고객 관계 등 e-비즈니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성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Osterwalder et al., 2005).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온톨로지는 적용 기술 및 정황 정보, IT 

인프라 등과 같이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알려진 구성 요소와 속성 들을 추가함으로써 

유비쿼터스 비즈니스에 보다 적합한 온톨로지를 제안하였다. 

또한 속성 값을 범주화하는 과정에서도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도메인에 적합하게 범주화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온톨로지는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고객 가치와 타 비즈니

스 모델 구성 요소간의 정렬(Alignment)을 고려하여 설계하였

다. 이는 여타의 경영 요소와 고객 가치가 정렬될 때 경영 성과

가 달성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Haus-

wirth et al., 2001; Lagha et al., 2001). 셋째, 제안한 온톨로지는 저

장소 구축을 위한 온톨로지로 제안 되었기 때문에 각 구성 요

소가 취하는 값을 가급적 범주화함으로써 개별 비즈니스 모델

간 비교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림 1>은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 구축을 위한 온톨로지를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온토로지의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 간의 관계 및 주요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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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 장소 구축을 한 온톨로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

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고객 범위는 기업의 경쟁 영역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측면에서 타겟 고객을 구성 요소로 선정하

였다. 타겟 고객의 범위가 달라지면 비즈니스 전략과 마케팅 

전략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타겟 고객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타겟 고객 요소의 주

요 속성으로는 타겟 고객 명, 고객 유형 및 고객 특성을 들 수 

있다. 임의의 타겟 고객은 여러 종류의 고객 가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객 가치는 고객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이 제공

하는 혜택으로써 고객의 관점에서 기술된다. 고객 가치는 보

통 특정 고객 집단의 니즈에 맞추어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

여 제공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사와 차별화하는 주요 수단

이 된다. 고객 가치 요소의 주요 속성으로는 고객 가치명, 가치 

유형, 가치 제공 전략 및 차별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일단 고객에게 제공되는 가치가 결정되면 이를 실행하기 위

해 서비스 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컨

셉을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서비스 

구조라는 구성 요소를 정의하였다. 서비스 구조 요소의 주요 

속성으로는 서비스 구조명, 서비스 흐름 및 서비스 수준을 들 

수 있다. 서비스 구조는 흐름도와 같은 형태의 그림으로 표현

될 수 있는데 저장소 저장을 위해 소스, 흐름, 타겟 등 세 개의 

원소를 가지는 벡터의 집합으로 기술된다. 여기서 소스와 타

겟은 참여자를 의미하며 흐름은 제품 및 서비스, 수익 및 보상

의 흐름을 의미한다. 그리고 서비스 구조는 하나 이상의 제품/

서비스, 수익원, 참여자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제품/서비스 구

성 요소는 하나 이상의 기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기

술과도 관계를 맺는다. 특히,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는 기술의

존도가 높기 때문에 적용 기술 또한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구

성 요소가 된다. 적용기술 요소의 주요속성으로는 보유기술명, 

기술실현가능성, 사용상황정보가 있다. 

한편 비즈니스 모델 사업자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

해서는 하나 이상의 역량을 필요로 한다. 역량 요소의 주요 속

성으로는 역량명 및 역량 보유 수준을 들 수 있다. Wallin(2000)

은 시장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자산을 사용

하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역

량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자원을 활용하게 된다. 기업이 보

유하지 못한 부족한 자원은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보완된다. 

또한,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치 사슬을 구성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일관적이고 서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

므로 프로세스는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는 하나의 구성 요소

가 된다. 비즈니스 모델 사업자의 보유 역량은 각 프로세스에 

할당됨으로써 프로세스별 목표가 부여된다.  

4.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를 이용한 경쟁 
전략 수립 방법

본 장에서는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를 활용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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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인 차원의 경쟁 전략 수립방법을 설명한다. 기업에서 경

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경쟁 전략 수립에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

도록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 관점에서 해당 산업 동

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동일한 사

업 분야에서 경쟁하게 될 기존의 경쟁업체와 대비하여 차별화

된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불루 

오션 시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존 경쟁업체가 아직 진입하

지 않고 있는 공백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는 방법을 제공하

여야 한다.

4.1 산업 동향 분석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가 구축되면 제품, 기술, 

매출 등 유비쿼터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유형적 통계 외에

도 전략, 역량, 자산 등과 같은 무형적인 통계를 포함한 폭넓은 

산업 동향의 파악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동향 자료의 예로

는 산업 분야별 통계, 가치 유형별 통계, 적용 기술별 통계, 핵

심 역량별 통계, 보유 자산별 통계 등이 가능하다. 저장소에는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별로 속성 값들이 범주화되어서 관리

되기 때문에 속성 값들에 대한 빈도 분석을 통해 각종 통계 자

료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서비스 구조, 적용 기술, 가치 

제공 전략 관점에서의 기업 집단화 및 유사 프로세스를 가지

는 기업 집단화 등 다양한 용도를 위한 클러스터링 분석이 이

루어질 수 있어서 산업 통계와 더불어 다양한 관점의 기업 집

단 지도를 개발할 수 있다.

4.2 기존 경쟁사와 차별화된 전략 수립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의 가장 중요한 구축 목적

은 경쟁 비즈니스 모델의 발견과 차별화된 경쟁 전략의 수립

에 있다.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를 활용한 경쟁 전략의 수립 절

차는 첫째, 해당 비즈니스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탐색

하여 비교 대상 비즈니스 모델들을 확인하고 둘째, 해당 비즈

니스 모델을 탐색된 유사 비즈니스 모델들과 비즈니스 모델의 

각 구성 요소 관점에서 비교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경쟁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연구

에서는 이를 위해 1) 유사 비즈니스 모델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서비스 구조도를 벡터 형태로 표현하여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

법과, 2) 전략 캔버스 챠트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

소의 각 관점에서 경쟁 모델과 상호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경쟁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

는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여야 한다. 

유사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산업 분류 코드나 

업종 구분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일 업종이나 산업내 

모든 기업이 비교 대상이 되므로 유사 기업의 선정이 곤란해

진다. 또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시장 성숙에 따

라 단순 제품 개발 및 판매 방식을 벗어나 컨텐츠 및 정보 서비

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할 것으로 예

상되므로 서비스 구조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경쟁 비즈니

스 모델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사한 서비스 구

조를 가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의 하나로 제시한 서비스 구조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즉, 두 서비스 구조 A, B

의 유사도를 발견하기 위해 우선 각 서비스 구조를 개별 흐름 

단위로 분해하여 흐름 벡터(fa 혹은 fb)를 구성한다. 흐름 벡터는 

소스 참여자 유형, 흐름 유형, 타겟 참여자 유형의 세 개의 원소

를 순서대로 갖는다. 그 후에, 구성된 흐름 벡터를 이용하여 두 

서비스 구조 A, B 간의 유사도(SAB)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계

산 예는 제 5장에서 설명됨).

식 (3)은 서비스구조도의 임의의 두 흐름벡터의 i번째 원소

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식이며, 임의의 두 흐름벡터의 i번

째 원소가 동일하면 1, 다르면 0의 값을 취한다. 식 (2)는 임의의 

두 흐름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식으로 각 원소들 간의 

유사도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식 (1)은 서비스 구조의 유

사도를 계산하는 식으로 각 흐름벡터간의 최대 유사도 값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

   
∈ number of            (1)

   













   ×


     
 

            (2)


  

      
  

  
     


   (3)

둘째, 위의 유사도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비즈니스 모델 저

장소내에서 해당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발견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경쟁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전략 캔

버스 챠트를 작성할 수 있다. 전략 캔버스 챠트는 고객 가치, 핵

심 역량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의 속성 관점에서 

경쟁 비즈니스 모델과의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를 통

해 경쟁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

4.3 공백 비즈니스 모델 탐색

저장소에 저장된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들을 활용하여 

현재 개발되지 못한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발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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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 면허 무선기기 업계의 산업동향

구성 요소 주요 속성 비면허 무선기기 업계 산업 동향/시사점

타겟 고객
타겟 고객 유형

•민간기업(67%), 공공기관(23%). e-비즈니스와는 달리 소비자를 타겟 고객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매우 적음.

고객 특성 •타겟 고객(47%), 니치 고객 대상(18%)

고객 가치

고객 가치 유형

•효율성 제고(4.24), 신뢰제공(4.20), 편리함(4.20), 품질 제고(4.08), 시간 및 비용 절감 

(4.05) 순서.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 강화(3.30), 밀착 서비스(3.45), 웰빙(2.97)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이들을 강화하는 차별화된 사업기회가 존재.

가치 제공 전략
•운영 효율성(4.0)에 가장 주안을 두고 있음.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는 집단, 제품 지도력 위주의 집단, 운영 효율성과 
고객 친밀성 위주의 집단으로 구분.

차별화 전략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3.97)를 가장 많이 채택.

•기능 통합 차별화(3.80), 시점 차별화(3.79) 순서.

•장소차별화, 제품믹스 차별화, 제휴차별화는 낮은 순위.

•차별화 전략 관점 4가지 기업 집단 파악.

제품/서비스

취급 제품 유형 •RFID/USN용 무선기기 취급 업체가 전체의 62%로 절대 다수를 차지.

적용 분야
•생산/제조, 물류/유통, 홈/오피스 분야가 가장 많음.

•금융, 에너지, 토목/지질 분야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적음.

서비스 수준
•상황인지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행위 제안 서비스와의 관련

성은 상대적으로 적음.

범위 전략 •집중화 전략(56.1%)을 채택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음.

고객화 수준
•비면허 무선기기 업계의 82%는 납품시 제품 및 솔루션의 고객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긍정적 비즈니스모델.

기술

적용 기술
•RFID가 57%로 가장 많았고, Zigbee가 25%, RF 통신이 21%, 무선 랜 기술이 20%, 

Bluetooth 기술이 18%.

기술 실현 가능성
•기술의 표준화 수준(3.79)과 개발 역량(3.97)은 높은 편.

•실생활 보급 수준(3.30), 기술적용 비용(3.26)이 업계 고민.

사용 상황 정보
•평균 3.19가지의 상황 정보를 이용.

•사용 환경(35) 및 사용 이력(32), 위치(31)를 많이 활용.

수익/보상

수익 규모/성장 •2005년 39%, 2006년 예상 70%의 전체적인 시장 성장

수익 원천
•제품 및 솔루션 판매 대금이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고, 용역 대금이 24%, 다양 

한 수익 모델 발굴 미흡.

수익 특성
•간헐적이기 보다는 정기적, 개인보다는 기업 고객을 대상.

•한계 비용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

프로세스 프로세스 유형
•연구/개발활동(4.48) 중시.

•마케팅 활동(4.32)과 A/S 활동(4.09)등 대 고객 활동을 중시. 주문 처리의 신속성이
나 효율적인 조달 활동 측면의 차별화 전략 수립 기회 존재.

역량 필요 역량 •고품질(30), 제품신뢰도 강화(27), 적기개발(22), 원가절감(18) 이 중요한 역량.

자산/자원 보유 자산
•인적 자산(3.80)의 보유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제휴 네트워크(3.50)나 고객 데이터 

베이스 등의 정보 자산(3.42) 순.

파트너 제휴 형태
•기술 개발을 위한 제휴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제휴(17), 생산 제휴(4), 서 

비스 제휴(1) 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기회를 탐색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인공 신경망 기법의 하나로 군집화에 주로 활용되는 

SOM(Self-Organizing Map)을 이용하여 기업 집단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공백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게 되며, 발견된 공백 

모델 중에서 타당성 평가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을 설계할 수 있다. SOM은 Kohonen에 의해 개발되어 고차원

의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저차원의 뉴런으로 정렬하여 지도

의 형태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형상화는 입력 변수의 위치 관

계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실제 공간에 입력 변

수들이 가까이 놓여있으면 지도 상에서도 가까운 위치에 놓인

다. 이러한 SOM의 특징으로 인해 입력 변수의 정보와 그들의 

관계가 지도상에 그대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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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서비스구조

고객공급사

B사의
서비스구조

C사의
서비스구조

사업자

부품

대금

제품

대금

고객공급사 사업자

부품

대금

솔루션

대금

용역

구매사공급사 사업자
수수료

제품

정보

대금

정보

그림 2. A, B, C 각 사의 서비스 구조도 시

본 연구에서 SOM의 입력 데이터는 유비쿼터스 비즈니스가 

제공할 수 있는 각 고객 가치 또는 사업자의 차별화 전략 등이 

될 수 있으며, 저장소 내의 각 케이스에 대해 해당 케이스가 각 

고객가치 또는 차별화 전략을 제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

로 표현하여 입력 벡터를 구성할 수 있다.

5. 비면허 무선기기 업종에의 적용 사례

5.1 사례 개요

본 연구에서는 FACS(Flexible Access Common Spectrum) 대역에 

대한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비면허 무선기기 산업 분야를 대

상으로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를 구축함으로써 제

안한 저장소 온토로지와 경쟁 전략 수립 방법의 실무 적용 가

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서 비면허(Unlicensed Device) 무

선기기란 전파법 시행령 제 30조 제 9호의 규정에서 정한 “신

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기

기”로서 그 종류로는 미약 전계 강도 무선기기, 특정 비면허 무

선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  코드 없는 전화기 등이 있다.

5.2 조사 개요

비면허 무선기기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 조사를 위해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1대1 개별 면접 조사

로 이루어졌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심층 조사를 수행하였

다. 조사 대상인 비면허 무선기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RFID/ 

USN 협회, 디지털 코드리스 폰 협회, 전파 진흥원의 주파수 연

구반 과제 참여업체 등의 리스트로부터 무작위로 전화 접촉을 

하여 총 66업체를 추출하였다. 응답사의 취급 제품 유형은 솔

루션 제품과 하드웨어 취급 업체 비중이 각각 36%, 35%로 가

장 높았으며, 최종 소비재와 칩 제품 취급 업체는 전체의 20%

와 9%를 차지했다. 본 조사는 비즈니스 모델을 주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자보다는 경영진에 의한 응답이 신뢰성 확보

를 위해 요구된다. 따라서 응답자는 기술과 경영 전략을 이해

하고 있는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의 직군은 기술직과 관리직이 54% : 46%로 고루 분포하

고 있다. 조사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

델 저장소에 등록하였다.

5.3 분석 결과

(1) 산업 동향 분석

비면허 무선기기 업계의 산업 동향 분석을 통해 경쟁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본 산업동

향 분석 결과 타겟고객 측면에서는 e-비즈니스와는 달리 소비

자를 타겟 고객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고, 

고객가치 측면에서는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 강화(3.30), 밀착 

서비스(3.45), 웰빙(2.97)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이러

한 고객 가치에 초점을 맞춘 사업기회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차별화 전략 측면에서 보면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3.97)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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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 B, C 각 사의 서비스 흐름 벡터 

A사 흐름 벡터 B사 흐름 벡터 C사 흐름 벡터

A1. (공급사, 부품, 사업자)

A2. (사업자, 대금, 공급사)

A3. (사업자, 제품, 고객)

A4. (고객, 대금, 사업자)

B1. (공급사, 부품, 사업자)

B2. (사업자, 대금, 공급사)

B3. (사업자, 솔루션, 고객)

B4. (고객, 대금, 사업자)

B5. (사업자, 용역, 고객)

C1. (공급사, 수수료, 사업자)

C2. (공급사, 정보, 사업자)

C3. (사업자, 정보, 구매사)

C4. (공급사, 제품, 구매사)

C5. (구매사, 대금, 공급사)

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비해, 장소차별화, 제품믹스 차별화, 

제휴차별화를 채택한 기업이 작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분야의 차별화 전략을 채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2) 기존 경쟁사와 차별화된 전략 수립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를 이용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설

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비즈니스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

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이 A사, B사, C사의 

비교 대상 서비스 구조가 있다면 각각의 서비스 구조는 <표 

2>와 같은 흐름 벡터(fa, fb, fc)들로 표현되며 비즈니스 모델 저

장소에 흐름 벡터 형태로 저장된다.

여기에서 A사가 전략 수립 대상 회사라면 A사와 B사간 서비

스 구조 유사도와 A사와 C사간 서비스 구조 유사도를 계산해

야 한다. 우선, A사와 B사간 서비스 구조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

해 각 흐름 벡터간 유사도를 구하면 아래와 같다. 본 사례에서 

가중치인   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가중치는 흐름벡터 

내 각 원소들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의미하며, 연구자에 따라 다

른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서는 흐

름벡터 내 각 원소들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같다고 가정하였다.

    ×××

÷  

    ×××

÷  

    ×××

÷  

    ×××

÷  

    ×××

÷  

이상의 계산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구조 A의 B에 대한 각 흐름 

벡터별 최대 유사도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A사와 C사간 각 흐름 벡터간 유사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된다. 

최종적으로, 서비스 구조 A와 B간 유사도는   

  이 되며, 서비스 구조 A와 C간 유사도를 계

산하면     이 되어 서

비스 구조 A는 C보다 B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위의 

예에서 A사와 B사는 제품 및 솔루션을 판매하는 사업이 주종

이며 C사는 중개 사업자로서 사업 내용이 A사, B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에서 발견된 경쟁 비즈니스 모

델을 토대로 경쟁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전략 캔버스 챠트를 작

성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좌측 부분은 고객 

가치 관점에서, 우측 부분은 핵심 역량 관점에서 경쟁 비즈니

스 모델과 비교하고 있다. 특정기업의 고객 가치와 보유역량

은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모델 저장소 등록 시 범주화된 값으

로 등록된다. 따라서 전략캔버스 챠트의 고객가치와 보유역

량 비교요인은 각 각 범주화 된 값들로 저장소에 등록되어 있

는 내용들이다. <그림 3>에서 사업자(A사)는 시간 및 비용 

절감, 품질 제고, 효율성 제고, 적시 정보 제공을 핵심 고객 가

치로 설계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사업자(B사)가 제공하는 고

객 가치와 비교할 때 효율성 제고를 제외하면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객 가치 측면에서 양사는 서로 차별화된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A사는 신규 진입 사업자

로서 B사와 차별화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설계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사업자(A사)는 고품질, 원가 절감 능력, 적기 

개발 등의 보유 역량 관점에서 경쟁사(B사)와 차별화된 방향

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별화전략 설계 시 A사

가 보유한 원가 절감 능력과 적기 개발 역량을 십분 활용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가치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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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공백 비즈니스 모델 탐색

  

고객가치
이웃1

경쟁BM(n=1)

1 2 3 4 5

품질 제고

접근성 향상

프라이버시 강화

시간 및 비용절감

안전 및 보안강화

웰빙

밀착서비스

적시정보 제공

효율성 제고

신뢰제공

고장 및 사고방지

편리함

사업자

경쟁자

보유역량
이웃1

경쟁BM(n=1)

1 2 3 4 5

원가절감능력

신제품개발능력

보안성

고품질

소형화 및 저전력

고객맞춤화

신속AS

판매역량

적기개발

안전성

신속한고객화

제품신뢰도

사업자

경쟁자

그림 3. 경쟁 략 수립을 한 략캔버스 챠트

(3) 공백 비즈니스 모델 탐색

공백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한다면 차별화된 경쟁전략 수립

에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공백비즈니스 모델은 고객

가치 또는 역량 등 특정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 측면에서 아

직 다른 사업자들이 사업화하지 않은 영역의 비즈니스모델을 

의미하므로 유사 경쟁 비즈니스모델이 없는 차별화된 비즈니

스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업타당성

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공

백 가치 영역을 분석한다면 고객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충족된 고객 가치 영역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이나 전략 개발에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모델에서 추구하는 고

객가치를 13가지로 유형화하여 저장소에 등록하였으며, 이 정

보를 입력요소로 SOM 학습을 수행하여 가치 영역 지도를 개

발하고, 이 지도 상에서 공백 영역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를 하

였다. SOM 모델의 출력 노드 수를 결정하기 위해 시행착오적

으로 실험한 결과 5X4 SOM이 가장 뚜렷한 군집 형성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를 채택하여 가치 지도를 완성하였다.

<그림 4>에서 각 점(+기호)들은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에 

등록되어 있는 개별 비즈니스 모델 케이스를 의미한다. 출력 

노드상에 밀집된 각 군집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C5.0을 이용

하여 분류 규칙을 생성하였다. <그림 4>에서 좌표 (0, 3)에 위

치한 군집의 특성은 적시 정보 제공과 밀착 서비스라는 고객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의미하며, 좌표 (3, 1)에 

위치한 군집은 프라이버시 제공이라는 고객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중앙부인 좌표 (1, 1)과 

(2, 2)출력 노드에 위치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거나 소수인 점으

로 미루어 볼 때 이 부분이 공백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공백 영역의 특성은 적시 정보 제공과 시간 및 비용 절감을 동

시에 추구하는 가치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 가치를 제

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

나 공백 가치 영역은 사업 기회 모색을 위한 대안 영역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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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는 것이므로 이 영역에 대한 시장성, 경제성 및 기술적 타

당성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여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백 영역의 상세한 특성 조사는 U-Matrix기법(Sam-

arasinghe, 2007)을 활용할 수 있다.

6.  결론 및 향후 과제

유비쿼터스 서비스 컨셉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

델의 선택과 개발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차별화된 경쟁 전략

의 수립을 위해 경쟁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를 구축하기 위한 온톨로지

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경쟁 전략 수립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면허 무선기기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유비쿼터스 비

즈니스 모델 저장소를 구축함으로써 제안한 저장소 온토로지

와 경쟁 전략 수립 방법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1990년대 후반 e-비즈니스의 실패가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의 부재임을 생각할 때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급증

하고 있는 현재, 차별화된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중복된 비즈니스를 줄이고 산업의 효율

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비즈니스 모델 저

장소 구축의 기대효과는 첫째, 기업측면에서 차별화된 비즈니

스 모델을 구축하여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데 기

여할 수 있다. 둘째,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모델 저장소를 활용

하게 되면 중복된 비즈니스모델을 줄이고 차별화된 유비쿼터

스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에 지나친 산업 내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개별

기업 차원의 비즈니스 실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궁극적

으로는 유비쿼터스 산업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의 구축은 특정 기업의 가시적

인 몇몇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가치, 전략, 역

량, 자산 등 광범위한 구성 요소에 대한 수집 및 측정이 요구되

므로 자료 수집에 장애가 존재 할 수 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저장소 구축 대상 정보들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내재된 요인들

이 많아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검증을 자

동화하는 도구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자료 수집의 객관성과 

용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컨설

팅과 병행하여 컨설팅 과정의 산출물로 해당 기업 정보가 비

즈니스 모델 저장소에 등록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

다. 한편, 비즈니스 모델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므로 변화된 

비즈니스 모델도 시계열별로 축적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동적

인 동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변경된 자사의 비

즈니스 모델을 저장소에 등록하도록 하는 동기 유발 체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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