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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신서비스 개발이 업계와 학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신서비스 개발을 한 방법론에 한 연구는 아직 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외부자

원을 이용한 개방형 업에 한 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자원을 이용한 신서

비스 개발 방법론에 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본 연구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정보통신기

술 발달을 바탕으로 외부자원을 내부자원과 결합하여 신서비스 개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신서비스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른바 “개방형 업을 통한 신 방법론”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개방형 신 모

델의 이론과 사회심리학에서의 인간의 력 의지에 한 연구에 이론  근거를 둔다. 이 방

법론을 통해 서비스 개발의 목 에 따라 정한 외부 참여자를 식별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통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디자인하여 신서비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과정을 

제안한다. 끝으로 우리는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이 모델이 실제 비즈니스에 용될 수 있는

지를 보여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신사업을 기획하는 기업에 실제 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집단지성, 웹 2.0, 크라우드소싱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개방형 업 모델에 한 이해를 제고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ABSTRACT

While new service development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topics among 

practitioners and academics, methodologies development for new service development is 

only in its infancy. Especially, despite the growing interests in open innovations that 

effectively utilize external resources for R&D, existing research on new service develop-

ment methodology designed to use external resources is scant. This article proposes a 

new methodology to generate new service business models that utilize massive external 

resources in combination with internal resources using ICT. The “Open Collaboration 

Innovation Methodology (OCIM)” is built based upon the theory of open innovation model 

and social psychology theories on behavioral motivation for cooperation. The model 

begins with the procedures to identify external resources that meet service objectives and 

requirements, and suggests motivation, control and monitoring mechanisms to im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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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service model. A business case is followed to demonstrate the use of the model. We 

expect that this model can be practically used by companies that are planning for developing 

new business models, and will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n open collaboration models, 

collective intelligence and crowd sourcing models. 

키워드：신서비스 개발, 개방형 업, 비즈니스 모델, 개방형 신

New Service Development, Open Collaboration, Business Model, Open Innovation

1. 서  론

 산업에서 서비스의 개념은  요

해지고 있다[3].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단

순하게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

던 로세스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바 다. 자동차의 를 들어도 

단순하게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에서 자동차 

구입시의 융 제공, 보험, 운행정보 제공, 수

리 보상 서비스 등의 체 인 서비스를 고

객들은 요구하고 있다. 즉, 기존의 상품이나 

특정한 서비스가  더 고객의 요구에 맞

추어진, 고객이 필요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화의 

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복사기, 비행엔진, 

정수기 등의 제조상품에서 통신, 융 등의 

기존 서비스 분야까지 범 하게 퍼져나고 

있으며[23], 이러한 서비스 경제하에서 제품

은 이제 서비스의 일부로 여겨진다[27].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새로운 제

품을 개발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방

법론을 필요로 한다. 서비스는 특징상에 있어

서 제공 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요하며 서비스 제공 인 라가 마련되어야 

한다[8]. 이러한 제조 상품과의 차이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는 새로운 상

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넓은 범 의 조직 자

원이 투여되어야 되고, 많은 실험과 테스트가 

필요하며 고객의 참여도 더 요하게 된다. 

 더 많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함에도 신(新)서비스 개발에 한 연구는 지

까지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

다[6].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지 까지 

물리  한계에 머물러 있던 많은 새로운 외

부자원들을 내부자원과 결합하여 새로운 서

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고 

있지만 어떻게 외부자원과 내부자원을 결합

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가에 

한 연구는 Chesbrough[9]의 개방형 신의 

R&D 연구 이외에는 거의 무한 실정이다. 

한, 개방형 신의 연구도 내부 R&D 조직

과 외부 조직의 력체계를 만들어 가는 

로세스에만 이 맞추어 있지[2] 어떻게 비

즈니스 모델 입장에서 신서비스를 만들어 가

는지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한 방법론에 

하여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최근의 서비스 신이 기업 내부

의 자원뿐만이 아니라 고객, 사용자, 외부 

문가 등의 외부자원을 같이 활용하는 공동창

출(co-creation) 모델이 요해짐에 따라 웹

2.0, 집단지성으로 표되는 력  신 모

델의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것에 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단계에 불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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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가 제안하는 개방형 업을 통

한 신 방법론(Open Collaboration Innova-

tion Methodology, OCIM)은 외부의 불특정 

자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가

는 방법론이다. 우리는 이 방법론에서 서비스 

개발의 목 에 맞추어 어떻게 외부 참여자를 

정의하고 참여자의 행동을 어떻게 유도하여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에 합시키며 어떤 방

식으로 동기를 유발하고 한 통제와 모니

터링 시스템을 디자인하여 외부자원을 통한 

새로운 신서비스를 만들어 가는가를 보여 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부 자원을 

이용한 신사업 방법론에 한 연구는 별로 

발표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하여 

신사업을 기획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기를 원

하며 집단지성, 웹 2.0, 키노믹스 등으로 나

타나고 있는 개방형 업 모델에 한 이해

를 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2. 련 기존 연구

2.1 신서비스 개발 방법론의 기존 연구

지 까지 신서비스 개발 모델은 부분 기

존의 신제품 개발 모델에 따른 이론과 도구

를 많이 빌려 사용하고 있다. 기본 인 신사

업 개발 모델은 단계 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다[12, 22]. 단계 모델은 가장 많이 사

용하는 일반 모델이지만 시스템 공학의 개발 

방법론이 첨부되어 스 이럴 모델[24] 는 

로토타이핑 모델[17] 등이 제안되기도 하 다.

이러한 모델들은 무나 일반 이어서 기

업이 신사업에 사용하기에는 세부 작업이 정

의되지 않았고 이론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ICT의 용에 한 가이드가 실제로 

사용될 만큼 잘 정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다[6]. 한 신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도구나 방법론들도 기존의 신제품의 개발에 

필요한 도구를 그 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상품 모델에서 시장의 요구와 제품의 사양

을 연결하는 도구인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지만[25], 

Smith et al.[4]은 QFD를 사용하는 복잡성 

이외에도 서비스 특성을 제품 특성으로 변환

하여 사용하는데 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서비스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구로는 시스템 

공학의 방식인 IDEF(Integration Definition 

for Function Modeling)이 많이 쓰이고 있지

만 이 방법 한 기존 상품 개발 모델의 확장

에 불과하여 서비스 모델 개발에는 맞지 않

는 경우가 부분이다[21]. 

서비스를 도식화하기 하여 사용되는 블

루 린트(Blueprint)는 서비스의 로세스를 

고객과의 을 표시할 수 있는 유용한 도

구이며, 많은 기업이 서비스 실패 분석과 서

비스 효율화를 한 시뮬 이션을 하여 이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15]. 이러한 도구

들은 특정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는 도움

이 되지만 서비스 개발이  략단계의 

신사업과 연계가 되고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야 하며 서로 다른 조직을 ICT를 이용하여 

력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는 거의 도움

이 못 되는 것이 사실이다. 를 들어, 블루

린트 기법은 주로 운 단계의 서비스 디자

인을 할 때에만 도움이 되고, 부분의 제품 

개발에서 사용되었던 모델은 서비스 제공시 

고객과의 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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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 로세스의 분산이 은 경우에만 

유용한 도구라 말할 수 있다. 즉 새로이 제공

되는 서비스 로세스가 제품 제공의 성격과 

비슷한 경우(low contact intensity and low 

customer-induced-service-variance influenc-

ed by customer)에만 유용한 도구가 될 확률

이 높다[6].

2.2 공동창출모델을 한 기존의 연구

애 의 앱스토어(App store)나 P&G의 C&D 

(Connect and Development) 모델[19] 는 

Threadless.com의 고객을 활용한 서비스 모

델의 공통 은 기업 내부 자원이 아닌 불특

정 외부자원을 통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데에 있다. 서비스화 모델은 기업 내

부에서 단순하게 고안되어 고객에게 소비되

는 모델이 아닌 고객이 제공된 서비스나 상

품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하는 반 인 

로세스를 도와주어야 하는 모델임으로 기업 

내부의 자원만 갖고는 서비스화가 불가능하

며, 많은 경우 우리가 에코시스템(Ecosy-

stem)이라 부르는 연계된 산업 모두를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기업은 트

쉽(partnership)이나 외주(outsourcing)를 통

하여 다른 기업과 연계하여 서비스화를 지원

할 수도 있으나 최근의 ICT 발달은 기업으로 

하여  기업 외부의 불특정 다수 계층을 사

용하여 이러한 연계 모델을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델을 집단지성, 

웹 2.0 모델, 키노믹스[26], 크라우드소싱

[18], 사용자 심 모델[29, 30] 등 여러 이름

으로 부르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용어의 정

리는 물론 방법론 등에 있어서는 아직 시도

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근 비즈니스 모델 

에서 공동창출 모델을 한 방법론[1]이 시

도되고 있으나 아직은 일반 인 신사업 모델 

방법론의 범주를 넘지 못하고 있다.

3. 방법론의 이론  배경과 범

3.1 방법론의 이론  배경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Chesbrough 

[9]의 개방형 신과 최근의 집단지성에 한 

연구[20], 그리고 인간의 력에 한 사회심

리학의 연구[10, 11]에 그 이론  바탕을 두

고 있다. 한 우리는 아직 이 분야의 이론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기

존의 오 소스(Open Source) 로젝트에 

한 연구[5, 16]와 키피디아의 통제 구조에 

한 모델 연구[14]와 함께 많은 새로이 태생

하고 있는 참여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의 (  : Threadless.com, 애 의 앱스토

어 등)를 참조하고 있다.

먼  방법론의 구조를 만들기 하여서는 

가(who), 왜(why), 무슨 목 으로(what goal), 

어떻게(how)의 네 가지 틀을 정할 필요가 있

다[20].

(1) 구 : 기존의 신 사업 방법론에서는 

구는 주로 계층  구조에 의하여 결

정이 난다. 즉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같이 일하는 

것을 정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외부 자

원을 사용한다. 하지만 개방형 력 

방법에서는 주로 외부의 자원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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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외부자원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

정 다수로 정하여 진다. 불특정 다수

이지만 개발되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

라서 같이 일할 계층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를 들어 앱스토어 모델에서는 

참여자가 컨텐츠 개발자가 될 것이고 

R&D의 개방형 신에서는 외부 연구

자가 될 것이다. 개발되는 방법론에서

는 ‘ 체재 는 경쟁사의 가치사슬과 

겹쳐보기’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을 

생각하여 볼 수 있는 도구가 제공된다.

(2) 왜 : 기존의 내․외부 계약 방식에서는 

참여자의 참여 의도가 명확하 으나 

개방형 력 방법에서는 참여 의도를 

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부분의 모델의 성패는 어떻게 이것

을 디자인하여 충분한 의도를 유도하

되 비용을 최소화하며 참여자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를 들어, 네이버의 지식IN 서비스는 

기에는 참여자의 자발  참여로 시

작하 으나 후에는 ‘내공’ 등의 포인트

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많은 크라우드소싱 모델, 를 들어 

오 소스 로젝트, 키피디아 등을 

보며 는 유튜  등에 동 상을 올리

는 것을 보며, 가끔 우리는 왜 이 사람

들이 아무 가 없이 그런 작업에 참

여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남을 

하여 사용하는가에 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참여의 의도에는 크게 내  의도

와 외  의도가 있다[11]. 내  의도란 

참여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고 

외  의도는 명성, 돈 등 참여 이외에

서 얻을 수 있는 것에 한 만족이다. 

Deci[11]는 1972년의 간단한 실험에서 

인간의 내  의도가 외  의도가 주어

진 경험에 의해 어들 수 있다는 것

을 보 다. 즉, 지식IN의 를 들면 

반의 내  의도, 즉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남을 도와 주는 것에 한 

기쁜 마음이 포인트로 변환되면서 퇴

색되어 반 인 참여 의도가 내려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이후 

인간의 행동에 한 논쟁의 심에 섰

으며 어떤 환경하에서 이 퇴색이 일어

나는가에 한 연구가 진행 이다[7]. 

그 외에도, 인간은 서로에 한 친

도, 조직에 한 충성도에 따라 참여도

가 높아질 수 있다[10].

(3) 무슨 목  : 방법론에서는 참여자의 

참여가 어떻게 내부의 자원과 연계되

어 반 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가

를 체크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로세스에서는 먼  비즈니스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며 이루

고자 하는 비즈니스 목표에서 어떤 자

원이 필요한가를 이끌어낸 후 그 자원

을 하여 참여자가 어떤 식으로 참여

하여야 하는 것을 정하여 다.

(4) 어떻게 : Malone et al.[20]의 연구에서

는 참여 방법에 하여 독립 인지 의

존 인지, 생성하는 것인지 결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집합(독립, 생성,  : 

유튜 ), 력(의존, 생성,  : 키피

다아), 개인결정(독립, 결정,  : 책 추

천), 집단결정(의존, 결정,  : 투표)으

로 분류하 다. 이것은 참여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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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

는 개방형 력 모델에서는 참여자원

의 품질을 어떻게 리하는가가 무엇

보다도 요하다. 키피디아 등의 

를 보면 불특정 다수가 질서 없이 아

무 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기존에 구축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으며[28], 최근의 

모델들은 좀 더 시작부터 스크린 모델 

( 를 들어 앱스토어에 어 리 이션

을 올리기 해서는 애 의 허가가 필

요)을 용한다든지 일반사용자만을 

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의 

문가와 조화롭게 엮는지 ( 를 들어 

지식IN의 의사, 변호사에게 질문) 등의 

시도를 하고 있으며 앙 통제 방식보

다는 분산 통제 방식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

3.2 방법론의 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방법론의 범 는 아

이디어 생성과 략  단계에서의 서비스 디

자인이다. 부분의 방법론이 서비스 컨셉이

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주어진 상태에서 서비

스를 디자인 하는 데에 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신서비스 개발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

고 있지만 우리의 방법론의 은 어떤 외

부자원을 사용하여 어떠한 신서비스를 개발

하여야 하는가에 한 아이디어 생성단계를 

통한 기본  비즈니스 모델 구성에 을 

둔다. 즉, 여기에서 제안된 방법론은 신사업 

개발의 앞 단계에 용할 수 있으며 이 모델

을 통하여 제안된 비즈니스 모델을 다른 신

사업 개발 방법론과 결합하여 자세한 운 모

델과 서비스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다.

4. 개방형 업을 통한 신 

방법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개방형 

업을 통하여 신 인 신서비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한 방법론으로, 우리는 본 방법론을 개방형 

업을 통한 신 방법론 이라고 명명하 다. 

본 방법론은 기존 사업의 신을 통한 신서

비스 모델 개발을 가정하여 개발되었으나 기

존의 사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용 가능하다. 한, 방법론의 핵심사상과 

차는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제조업 

기반의 신 모델 발굴에도 용 가능하다. 

따라서,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일부 차를 

제외하거나 서비스 개발 방법론 등 여타 방

법론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연하

게 방법론을 용할 수 있다. 

본 방법론의 개발을 하여, 신 방향성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운 방안을 

기획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크게 

5개 단계(Phase)로 구분하고 총 14개의 세부

단계(Step)로 세분화하 다. 이와 같은 체계

인 차를 기반으로 각 세부 단계에서 수

행해야 할 총 34개의 활동(Activity)을 도출

하여 방법론의 세부내용을 구성하 다. 

본 방법론은 단계(Phase), 세부단계(Step), 

활동(Activity)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표  

차에 의거하여 기존 방법론들 비 한 단계 

더 상세화 된 수 (Level)에서 수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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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방형 업 신 방법론 임워크

과업들을 정의함으로써 사용자가 체계 으

로, 그리고 보다 쉽게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방법론의 체 

임워크를 <그림 1>에 도식화하 고, 각 단

계별 핵심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기본 인 신의 방향성을 정하는 

단계로 기본 인 신사업 모델 방법론과 유사

하다. 2단계는 참여자를 정하는 단계로 제3.1 

의 ‘ 구’에 해당한다. 여러 툴을 사용하여 

잠재 , 핵심  이해 계자를 찾아내는데 주

안 을 둔다. 3단계는 ‘왜’에 해당되며 외부 

참여 후보자의 참여 동기를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에 을 맞춘다. 4단계는 ‘무슨 

목 ’에 해당하며 참여자의 참여 활동과 기업

이 이 새로운 방법론을 통하여 도출된 사업

모델을 어떻게 같은 목 으로 연결하는 가의 

주안 을 둔다. 마지막 5단계는 ‘어떻게’에 해

당되며 참여를 통한 모델을 어떻게 조직  

에서 비즈니스 로세스를 만들어 가면 

디자인 할 것인가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4.1 1단계 : 신방향성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와 핵심 안을 확인

하고, 외부환경 변화  경쟁역학, 고객 니즈, 

내부 핵심역량 등을 분석함으로써 신 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의 핵심

인 비즈니스 문제(Critical Business Pro-

blem)를 식별한다. 식별한 핵심  비즈니스 

문제에 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신 

기회를 도출하고 신의 목표와 범 를 설정

한다. 본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세부과업은 

아래와 같다.

4.2 2단계 : 네트워크 참여자

기존 비즈니스의 가치사슬(Value Chain) 

내부의 이해 계자와 기존 비즈니스를 둘러싼 

에코시스템의 이해 계자를 식별한다. 여기에

서 에코시스템 이해 계자란 자사뿐 아니라 

비즈니스와 계된 경쟁사  잠재 경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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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방향성 단계

 <표 1> 신 방향성 단계 세부 차

세부 차(Step) 활동(Activity)별 주요 과업 내용

[1100]

비즈니스 안확인

[1110]
신 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상 사업의 역, 

목표  략을 악한다.

[1120] 경 진 인터뷰 등을 통하여 비즈니스 핵심 안을 확인한다.

[1200]

비즈니스 황분석

[1210]

사회 (Social), 기술 (Technological), 경제 (Economical), 

생태 (Ecological), 정치 (Political) 측면에서 비즈니스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환경의 변화를 분석한다.

[1220]
경쟁사(Rivalry), 공 사(Supplier), 고객(Customer), 체제(Substitute), 

잠재경쟁자(New Entrants) 간 존재하는 경쟁역학을 분석한다.

[1230]
고객 니즈 분석  세분화를 통해 불충족 니즈를 도출하고 목표 고객군

을 악한다.

[1240] 자사 비즈니스 자원  역량을 분석하여 강 과 약 을 식별한다.

[1300]

신비 설정

[1310]
기존 비즈니스의 문제 에 한 신 인 개선 아이디어들을 모색하고 

안들을 비교하여 가장 유망할 것으로 단되는 신 기회를 도출한다.

[1320] 신의 목표와 범 를 설정한다.

그들의 공 업체와 고객 등을 포함하는 포

인 생태계  의 이해 계자들이다. 비

즈니스 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이러한 

생태계  의 이해 계자들의 잠재 인 역

할 기여 가능성과 개방형 력 체계를 형성할 

경우 참여 가능성  품질 확보 가능성을 검토

함으로써 신 네트워크(Innovation Network)

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핵심 이해 계자(Key 

Stakeholder)를 선정한다. 본 단계에서 수행할 

세부 과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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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네트워크 참여자 단계

<표 2> 네트워크 참여자 단계 세부 차

세부 차(Step) 활동(Activity)별 주요 과업 내용

[2100]

잠재이해 계자

식별

[2110]

기존 비즈니스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정의하고, 공 업체, 련 기술 개

발자등 상류 력자(Upstream Partners), 배 사, 매사 등 하류 력자

(Downstream Partners), 고객, 소비자 회, 미디어 등 의의 최종고객(End 

Users)들을 식별한다. 이러한 가치사슬 력자들은 신의 외부자원으로서 활

용될 수 있는 잠재  이해 계자들이다.

[2120]

자사의 기존 비즈니스 가치사슬 뿐만 아니라 경쟁사  동종업체 등의 가치사

슬 력자들을 아우르는 생태계  에서 잠재 이해 계자를 포 으로 식

별한다. 이러한 에코시스템 력자들 역시 신의 외부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  이해 계자들이다. 

[2200]

이해 계자분석

[2210]

각 이해 계자의 자원과 역량을 고려하여 그들의 외부자원이 자사의 내부자원

과 결합하여 자사의 신 목표 달성을 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기여도를 

분석한다.

[2220]

이해 계자들 각자의 니즈를 고려하여 그들이 자사의 외부자원으로서 신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경제 ․법규 ․사회 ․문화 인 참여 제

약요소가 있는지 검토한다.

[2230]

신에의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측되고 신에의 참여 가능성도 높은 이해

계자에 하여 일정수  이상의 품질확보가 가능할지 확인하고 품질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상될 경우 한 품질확보 방안이 있는지 검토한다. 

[2300]

핵심이해 계자

정의

[2310]

신에의 기여도가 높고 참여의사가 있으며 품질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상되는 이해 계자를 외부자원으로 활용할 신의 핵심 이해 계자로 정의

한다.

[2320]
핵심 이해 계자로 하여  신 목표 달성을 해 수행하도록 할 역할을 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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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참여인센티  단계

<표 3> 참여 인센티  단계 세부 차

세부 차(Step) 활동(Activity)별 주요 과업 내용

[3100]

지원도구식별

[3110]
선정한 기업 외부의 핵심 이해 계자가 신 네트워크에 온라인 는 오

라인으로 참여하기 해서 어떤 ICT 도구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3120]
앞 단계에서 식별한 ICT 지원도구를 구 하여 핵심 이해 계자에게 제공하

는 것이 기술 으로 가능하고 경제 으로 타당한지 검토한다.

[3200]

인센티 구조설계

[3210]

핵심 이해 계자의 니즈와 동기 유발 유인을 고려하여 참여 의사를 상하

고, 지원도구를 사용하여 신에 참여할 경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그 결

과 신에 미칠 향과 기여도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이해 계자별 인센

티  필요 수 을 측한다.

[3220] 핵심 이해 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  재원을 식별한다.

[3230]

인센티  필요수 과 인센티  재원을 고려하여 핵심 이해 계자별 제공할 

인센티 의 유형과 규모를 잠정 으로 설정한다. 본 활동은 비즈니스 모델 

수립 단계[4100]의 활동들과 병행 으로 이루어지며 비즈니스 모델 검증 단

계[4300]를 통해 수정되고 확정되게 된다.   

4.3 3단계 : 참여 인센티  

온라인 기반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경우 부

분의 경우 온라인 력을 지원하기 한 도구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일례로, 앱스토어의 경

우 소 트웨어 개발 키트(Software Develop-

ment Kit)라는 지원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본 

단계에서는 핵심 이해 계자 참여를 지원하기 

해 제공해야 할 도구를 식별하고, 그 기술  

 경제  타당성을 검토한다. 핵심 이해 계

자의 기여도, 투입노력, 참여의사 등을 기반으

로 하여 인센티  필요 수 을 검토하고 인센

티  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력에 참여하

는 이해 계자에게 제공할 인센티 의 유형과 

규모를 설정한다. 인센티  시스템을 디자인 

할 때는 외  요소뿐만이 아닌 내  요소에 

한 고려를 하며[11] 최근 연구되고 있는 집단

행동에 한 결과[13]를 바탕으로 핵심 리더

들이 역할을 정의하고 그들에게 통제할 수 있

는 권한을 디자인 한다(활동[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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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즈니스모델 단계

<표 4> 비즈니스 모델 단계 세부 차

세부 차(Step) 활동(Activity)별 주요 과업 내용

[4100]

비즈니스모델수립

[4110]
핵심 이해 계자의 참여와 력을 통해 획득한 외부자원과 자사의 내부 자원을 
결합하여 제공할 제품 는 서비스(Service Offering)와 그를 통해서 고객을 비롯
한 이해 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Value Proposition)를 정의한다.

[4120]
개방형 업을 통해 제공하는 제품 는 서비스의 고객을 정의하고 수익흐름
(Revenue Stream)을 식별한다.

[4130]
개방형 업을 통해 제품 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필요한 인 라를 식별
하고 비용구조(Cost Structure)를 정의한다.

[4200]

작동 진방안기획

[4210]
온라인 는 오 라인 매체나 직 인 근을 통하여 참여 인센티 를 홍보함
으로써 핵심 이해 계자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모색한다.

[4220]
신 네트워크에 참여한 핵심 이해 계자에 하여 업에 의한 운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참여 활동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한다.

[4300]

비즈니스모델검증

[4310]
도출된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 진(Promotion) 방안에 의하여 외부자원의 참여
와 개방  업이 강화되어 지속 이고 안정 인 선순환을 이루면서 작동할 
수 있을지를 정성 으로 검토한다.

[4320]
도출된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흐름(Revenue Stream)과 인센티 를 포함한 비
용구조(Cost Structure)를 반 한 재무추정(Financial Projection and Simul-
ation)을 수행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을 정량 으로 검증한다.

[4330]
기업 외부의 이해 계자를 비즈니스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법률
․사회규범 ․경제 ․환경  측면의 험을 식별하고 한 응방안이 

있는지 검토한다.

4.4 4단계 : 비즈니스 모델

개방형 업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할 제품 

는 서비스(Offering), 매출흐름(Revenue 

Stream), 비용흐름(Cost Stream)등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 구조를 수립한다. 홍보와 보상

을 통한 비즈니스 작동 진 방안을 기획하

고, 이와 같은 작동 진 방안을 매로 하여 

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개방형 비즈

니스 모델이 지속성 있게 작동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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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운 계획 단계

<표 5> 운 계획 단계 세부 차  

세부 차(Step) 활동(Activity)별 주요 과업 내용

[5100]

운 조직기획

[5110]

기존 조직을 활용할 것인지 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 것인지, 기존 비즈니
스 조직에 배치할 것인지 는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어떤 상과 규

모로 조직을 설립할 것인지 등 신규 비즈니스 운  조직 구성에 한 기본
인 방향성을 수립한다.

[5120]

운 조직에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 인지, 어느 수 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을 부여할 것인지, 성과는 어떻게 측정하고 보상할 것인지, 어떤 조직문화를 

장려할 것인지 등 개방형 업 비즈니스의 효과 인 거버 스(Governance)
를 한 조직 운  리 방안을 개략 인 수 에서 계획한다.

[5200]

운 로세스기획

[5210]
참여와 력에 의한 의사결정 로세스, 품질유지를 한 심사 로세스, 이
해 계자 불만 수  분쟁해결 로세스 등 개방형 업 비즈니스의 투명

하고 조화로운 운 을 한 거버 스 로세스 수립 방향을 계획한다.

[5220]
개방형 업 비즈니스가 실에서 운 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의사결정 기
, 품질심사 기 , 분쟁해결 기  등 핵심 인 업무규칙 수립의 방향성을 

기획한다.

[5300]

정보시스템기획

[5310]

비즈니스 모델에 내재한 비즈니스 로세스와 모델 작동에 수반되는 거버

스 로세스를 구 하고 핵심 이해 계자를 한 ICT 지원도구를 제공하기 
한 정보통신기술 는 정보시스템의 핵심 인 기능 ․기술  요구사항을 

식별한다.

[5320]

앞 단계에서 식별한 기능 ․기술  요구사항을 효과  그리고 효율 으로 

충족할 수 있는 정보기술 구  방향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
축방안과 소요자원을 개략 인 수 에서 기획한다.

그 작동 구조의 타당성을 정성   정량  

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기업 외부의 이

해 계자들에게 개방된 비즈니스 모델임으

로 인하여 수반되는 치명 인 비즈니스 험

을 미리 식별하고 응 방안을 기획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을 재확인한다. 본 

단계의 세부 인 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4.5 5단계 : 운  계획

앞에서 도출된 개방형 업을 통한 서비스 

신 모델이 실 세계에서 성공 으로 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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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핵심 인 리체계(Governance)

를 기획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네트

워크를 운 할 조직 구성․운  방안을 계획

하게 되는데, 새롭게 시도하는 개방형 업 

비즈니스가 기업의 기존 오 라인 는 폐쇄

형 비즈니스를 근간으로 할 경우 기존 비즈

니스 운 ․ 리 체계와의 계를 고려하여 

그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의 오 라

인 기반 비즈니스와 새로운 개방형 업 비

즈니스가 매출이나 수익 측면에서 상호 보완

 는 상충  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각 사업 조직에 한 성과 목표 배분 

 성과 평가와 련된 원칙이 필요하게 되

게 때문이다. 한, 참여와 력에 의한 집단 

의사결정 로세스, 품질 유지를 한 심사 

 모니터링 로세스, 력 참여자 간 분쟁 

해결 로세스 등 개방형 력 비즈니스의 

원활한 운 과 효과 인 리를 해서 필요

한 핵심 인 업무 로세스와 업무 규칙을 

기획한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효과

인 구   안정 인 운  리를 지원하

기 한 정보시스템 구축 방향성을 상  수

에서 기획한다. 본 단계는 향후 비즈니스 

실행 주기에 돌입하여 상세 비즈니스 운 계

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비즈니스 모델 수립 

과정에서 상  수 의 운  방안을 기획함으

로써 비즈니스 모델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

는 단계이다.

이제까지 5개의 단계에 하여 세부단계와 

활동을 정의하고 수행해야 할 과업 내용에 

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에서 설명된 5

단계에 걸쳐 수행되는 과업들은 용 사례에 

따라 유연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핵심 인 비즈니스 문제가 이미 식별되

고 내부 으로 공유된 기업의 경우 1단계의 

일부 과업들은 생략이 가능하다. 본 방법론

의 세부 인 과업 내용은 활동 사 (Activity 

Dictionary)으로 정리하 다. 활동 사 에는 

각 활동(Activity) 단계에서 수행할 과업의 

상세 내용, 활용 가능한 분석 기법  ,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 등이 기술되어 있

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활동 사 에 기술된 

내용을 유연하게 변형해 용하되, 활동 사

을 참고함으로써 사용자가 좀 더 쉽게 단계

별 과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하 다.

5. 사례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하여 개방형 업 비즈니스 모델

을 기반으로 성공 인 사업 성과를 달성하

고 있는 실제 기업을 상으로 방법론을 

용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하 다. 사례 연구 

상 기업으로는 온라인 티셔츠 매업체 

Threadless(www.threadless.com)를 선정하

다. Threadless를 사례연구 상으로 선정

한 이유는 첫째로, 형 인 네트워크 기반 

개방형 비즈니스를 성공 으로 실행하 고, 

둘째, 자본력이 비교  약한 벤처기업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이 인 핵심 성

공요인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셋

째, 상당히 단순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

지고 있어 방법론의 용과 검증이 비교  

용이한 장 이 있기 때문이다. 

Threadless는 미국 시카고 소재의 티셔츠 

매 회사로 다양하고 트 디한 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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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Threadless 신방향성 수립 사례

[1110] 가의 티셔츠를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매한다.

[1120] 티셔츠 제품별 매출 편차가 매우 심하고, 비인기 제품의 재고가 많다.

[1210]

DIY 추세가 확산되어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이 원하는 제품 는 서비스를 직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 다양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웹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로슈머(Prosumer) 성향을 가진 극 인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 패션시장의 유행이 매년 빠르게 변화한다.

[1220]

경쟁자들은 메이  랜드, 소규모의 랜드, 무명 랜드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선두기업은 다수의 고  디자이  인력과 생산라인을 보유하여 독자 인 디자인의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업체 에는 Threadless와 유사한 수 의 무명 티셔츠 

매업체가 많은데, 이들 기업들과 차별화 되지 않는 품질과 디자인의 티셔츠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1230]

Threadless의 고객은 크게 유행 민감형 고객과 개성 형 고객으로 나  수 있다. 최근에는 

개성  고객군의 규모가 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나만의 디자인, 나만의 티셔츠” 

즉, 신선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1240]

Dreamless 커뮤니티의 3천여 명 회원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최신의 웹 사이트 구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 이 있는 반면에, 랜드 인지도가 매우 낮고, 회사의 자본력이 

약하며, 창의성을 갖춘 고  디자이  인력이 부족한 약 이 있다.

[1310]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신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① 디자인 신 : 다양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킨다. 

② 생산 신 : 생산라인 조정을 통해 품목별 수요에 하여 유연하게 제품을 생산한다. 

③ 매 신 : 기존 온라인 매채 과 차별화된 획기 인 매채 을 발굴한다. 

[1320]

신 기회 에서 신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단되는 디자인 신을 범 로 선정하고, 

고객 니즈를 반 한 개인화된 디자인을 외부 디자이  자원을 활용하여 경쟁사가 모방하지 

못하는 신속한 속도로 제공함으로써 디자인의 다양화와 차별화를 달성하는 것을 신 목표로 

설정한다.

<표 6> 1단계 : 신방향성 수립 사례

가 티셔츠를 온라인을 통해서 미 지역의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Threadless는 자

체 디자이 에 의존하는 신 온라인 회원에

게 자유롭게 디자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

고 이 게 제출된 디자인을 온라인 회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어

필할 수 있는 개성 있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확보하여 티셔츠로 제공함으로써 많은 아마

추어 디자이 와 디자이  지망생들 사이에

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나아가 놀라운 매출 

신장 실 으로 연결하는 비즈니스 성과를 달

성하 다. 

사례 연구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방법론을 용하여 Threadless의 비즈니

스 모델 도출 과정을 성공 으로 재 할 수 

있었다. Threadless의 개방형 력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도표로 정리하 다.



 개방형 업을 통한 서비스 신 방법론  63

구 분 Threadless 네트워크참여자 선정 사례

[2110]
Threadless의 Value Chain에는 디자이 , 생산 하도  업체, 물류센터, 마  행업체,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등의 이해 계자가 존재한다.

[2120]

Threadless를 둘러싼 에코 시스템에는 메이  티셔츠 랜드의 Value Chain 이해 계자, 소 
티셔츠 업체의 Value Chain 이해 계자, 티셔츠외 기타 의류 랜드의 Value Chain 이해 계자, 
의류 외 제품 랜드의 Value Chain 이해 계자, 무명 디자이  는 디자이  지망생 등 아마
추어 디자이  등이 포 으로 식별된다. 

[2210]
메이  랜드는 시장의 유행, 트 드를 만들어 가는 치이다. 무명 는 아마추어 디자이 들
도 개성있고 독창 인 디자인의 제품을 제작할 수는 있다. 한 직  디자인 능력이 없는 이해
계자의 경우에도 디자인에 한 평가는 할 수 있다. 

[2220]
메이져 랜드의 디자이 들은 몸값이 비싸 스카우트가 실질 으로 거의 불가능한 반면, 무명 
디자이 의 경우 비교  은  인센티 에도 동기 부여가 가능하며 특히 자신의 디자인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참여의사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2230]
무명 는 아마추어 디자이  디자인의 경우 품질 리가 필요하다. 매용 디자인으로 정식 채
택되기 에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상품 디자인의 품질 수 을 확보한다. 특히 소수 
문가 신 열린 소비자 커뮤니티의 평가를 받게 하여 시장성을 확보한다.

[2310]
개성 있는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고 제출할 의사가 있는 ① 무명 는 아마추어 디자이 들과 
② Threadless의 온라인 회원과 고객들을 핵심 이해 계자로 정의한다.

[2320]
① 무명 는 아마추어 디자이 들은 개성 있는 디자인을 제작․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② Threadless 개방형 네트워크의 온라인 회원들은 Threadless에 제출된 디자인을 평가하는 역
할을 하도록 한다.

<표 7> 2단계 : 네트워크참여자 선정 사례

구 분 Threadless 참여 인센티  설정 사례

[3110]
구나 쉽게 티셔츠를 디자인하고 그 시안을 웹사이트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자인 

제출 키트(Submission Kit)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120]
아마추어 디자이 가 디자인 제출키트(Submission Kit)를 활용하여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고 업
로드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참여지원 도구를 설계할 수 있고 이러한 디자인 제출키트 개발·제
공이 기술 으로 가능하고 경제 으로도 타당한지 검토한다. 

[3210]

디자이  지망생들은 디자이 로서의 경력개발 기회를 희망하며, 아울러 디자인 제작에 투입되
는 시간과 노력을 보상할 수 있을 만한 수 의  보상을 희망한다. 아마추어 디자이 의 
경우 일당이 2백불 수 이므로 2천불 이상의 상 이면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디자인 공 
학생들의 경우 학자 이 필요하므로 장학  지  역시 효과 인 방법이 될 것이다. 

[3220]
참여자들이 디자인한 티셔츠의 매출액을 인센티  재원으로 활용하되 핵심 참여자들이 디자인
한 티셔츠의 매출이 일정 수 에 이르기 이 에는 자체자 을 사용한다. 

[3230]

채택된 디자인에 해서는 기본상 (자체자 )을 2천불 지 하고 해당 디자인의 매출실 이 좋
을 경우 성과 기  인센티 를 재 린트(Reprint)당 5백불의 을 지 하기로 한다.  신 
장학 을 선택하는 경우 3천불의 장학 을 지불한다. 한, 매월 최우수 디자인은 Bestee 
Award를 시상하여 시하고 디자인이 채택된 디자이 는 Alumni Club membership 자격을 부
여하여 디자이 로서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장려한다. 디자인 평가에 참여한 이해
계자에 해서는 포인트를 립하여 Threadless 티셔츠 구매시 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 디자인제출과 평가 뿐 아니라 커뮤니티 활동 참여에 해서도 소정의 포인트를 제공함으로
써 개방형 네트워크의 유지와 지속 인 성장을 도모한다.  

<표 8> 3단계 : 참여 인센티  설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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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Threadless 비즈니스 모델 수립 사례

[4110]

개방형 력을 통해서 여타 소 티셔츠 업체와는 다르게 아마추어 디자이  집단에 의해 제작

된 개성 있고 다양한 디자인의 티셔츠를 제공하며, 그와 아울러 디자인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거

나 는 타인의 디자인을 평가하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

[4120] 온라인 고객들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티셔츠를 구매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된다.

[4130]

제조공장, 사무실, 시스템 등의 인 라(Infrastructure)와 원재료, 디자이  등과 같은 공 자 

(Supplier)를 양축으로 비용구조가 구성되며, 개방형 력에 참여한 아마추어 디자이  뿐 아니라 

디자인 평가에 참여한 회원에 해 지 되는 인센티 도 비용구조의 한 요소를 구성하게 된다.

[4210]
로슈머의 성향이 강하고 디자인에 심이 많은 핵심 이해 계자에의 노출이 많은 Dreamless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을 기반으로 WoM(입소문)을 통해 홍보한다. 

[4220]

운 성과를 매출 뿐 아니라 디자인 제출  평가, 기타 컨텐츠 참여 등에 해 모두 보상하기로 

한다. Threadless의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제출하면 1포인트($1.50), 사진이 선정되면 10포인트

($15)를 제공하는 등 커뮤니티 활동에 해서도 인센티 를 제공한다.

[4310]
홍보→참여→수익→보상→홍보(WoM)의 선순환 구조에 의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되어 

참여 동기가  강화되고  그에 따른 실  역시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4320]
개방형 력 네트워크의 성장에 따른 매출흐름과 비용구조를 시뮬 이션(Simulation)한 결과 수

익성 있는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측된다. 

[4330]

다만 외부 이해 계자의 참여를 제로 하는 개방형 력 비즈니스임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비즈니스 험이 있을 수 있다. Threadless가 채택한 디자인이 경쟁사 등 다른 매사의 작물

일 험 등에 비하여 디자인 제출자에 한 경고문, 사  동의서 획득  계약서 체결 등을 통

해서 법 인 험에 비하도록 한다.

<표 9> 4단계 : 비즈니스 모델 수립 사례

<그림 7> Threadless의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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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Threadless 운 계획 수립 사례

[5110]

Threadless의 경우 웹사이트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조직이 있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고 

Threadless 사업과 정보기술 인력을 공유하는 장 이 있으므로 기존 법인 내에 운 조직을 설

립하되 COO 아래에 디자인과 마 을 담당하는 하 조직을 신설하도록 한다.

[5120]
Threadless의 경우 조직 규모가 작으므로 개방 인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상호 력 하에 비즈니

스를 운 하고 그 사업성과를 하 조직이 공유하도록 한다. 

[5210]
디자인 선정은 개방형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디자인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하되 품질유지  법

 문제 발생 등을 방지하기 한 자체심사(Screening) 차를 거치도록 한다. 

[5220]
자체심사 시에는 내외부 문가로 구성된 심사 원회를 주 1회 정기 으로 개최하여 심사 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디자인에 한하여 상품화하기로 한다.

[5310]

아마추어 디자이 의 디자인 제출을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제출된 디자인을 정기 으로 온라

인 회원들에게 노출하여 평가를 유도하며 평가결과를 자동집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다.

[5320]
Threadless의 웹 사이트 구축 인력을 활용하여 요구사항 구 이 기술 으로 가능할 것이며 안

정 인 사이트 운 을 하여 필요한 IT자원을 개략 으로 산정한다. 

<표 10> 5단계 : 운 계획 수립 사례

6. 결  론

많은 기업에서 신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

다. 최근의 신서비스의 특징은 ICT의 발 을 

토 로 불특정 외부 자원을 이용하는 크라우

드소싱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아직 어떻게 어떤 외부자원을 사용

하여야 하며 외부자원이 내부자원과 결합될 

때 어떻게 자원을 통제하여야 하는 것 등에 

하여 제 로 된 방법론을 갖고 있지 못하

며 일반  신사업 개발 방법론에 근거하여 

신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개발되는 개방형 신 모델의 

이론과 기존의 사회심리학에서의 인간의 

력 의지에 한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

방형 업을 통한 신 방법론을 제안하 다.  

각 단계에서의 상세한 활동사항이 정의 되었

으며 기존의 성공 모델인 Threadless의 사례

에 방법론을 용하여 보았다. 결론 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용하여 티셔

츠라는 흔한 아이템에 하여 개방형 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쟁사들과 확연하게 

차별화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재 할 

수 있었다. 이 게 도출된 비즈니스 모델 아

이디어는 비즈니스 실행 주기에서 상세 사업

계획(Business Plan)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디자인  개

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안되는 방법론은 그 범 에서 사업계획 

수립  서비스 개발과 같은 후속 활동들을 

지원하기 한 방법론 부분은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후속 활동들에 해서는 이미 

많은 방법론들이 개발되어 있어 본 방법론과 

함께 합되어 활용될 수 있으며, 둘째, 아이

디어는 직 으로 도출된다는 믿음과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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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정형화하

기 어려운 실무  한계로 인하여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개발을 지원하는 방법론은 상

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지막으로, 수백 개의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들이 제안되고 그  불과 수십 개가 심도 있

게 검토되며 최종 으로 한두 개만이 채택되

고 실행되는 기업 실을 고려할 때 많은 

업 담당자들이 가장 실한 니즈를 갖는 과

제가 바로 실행 가능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 방법론이 실제 기업에 용이 되어 

다양한 개방형 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

에서 방법론이 조  더 정교하여 질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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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활동 사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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