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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란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다각도에서 변형시켜 차별화되는 가치
를 창출해내는 것으로 기업의 외부 환경이나 내부 환경 중 어느 한 쪽에 집중하기 보다는 내부의 자원과 역량, 그리
고 외부 환경이 만나는 곳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한 정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필요한 시기
가 언제인지, 어떠한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기업의 가치 제안, 가
치사슬과 가치네트워크를 통한 가치 창출과 수익모델의 혁신 사례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미 성공한 기업 역시 비즈니스모델 혁신과 적응우위 강화로 급변
하는 시장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사례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

주제어 : 비즈니스 모델, 혁신, 가치제안, 가치창출, 가치네트워크, 수익모델

Abstract  Business model innovation creates differentiated value to customers by transforming various elements 
of doing business. Rather than focusing singularly on either the external or internal environment, the business 
model innovation aims to identify the optimal combination of internal resources, competence, and the external 
factors, such as customer’s needs and new opportunity. However, due to lack of clear definition of business 
model innovation, and inability to generate company’s core business model, business model innovation has been 
difficult for companies to lead next growth. This paper reviews existing definitions of business model innovation 
and explore existing types of business model innovation and timing of business model innovation through two 
case studies. Concept of business model innovation which we identify, is composed of value proposition, value 
creation through value chains and networks, and profit model innovation. Finally, we demonstrates that already 
successful businesses can also create new values through business model innovation and adaptive advantage, 
even in a rapidly changing market environment. 

Key Words : Business model, Innovation, Value proposition, Value creation, Value network, Revenu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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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 자들의 큰 심사  하나는 바로 ‘경쟁’이다. 경

자들은 오래 부터 경쟁자와 뚜렷이 구분되는 제품

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성장하

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 다. 보다 근본 으로 비

즈니스 모델 자체에 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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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는 능력이 시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 경쟁은 어떤 상품을 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매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시장에서 기업이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는지를 설명[3]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용어는 1990년 에 들

어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학계에서는 최근에서야 체

계 인 근을 시도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에 한 

공통요소를 뽑자면, 1)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2) 새로

운 가치를 창조하고 제공하며 3) 이윤을 획득하는 메커

니즘을 말한다.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하

는 비즈니스 모델은 다를 수 있기에 더 이상 제품이나 

역량 차원에서의 경쟁이 아닌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 경쟁은 

슘페터의 이론  근거인 ‘ 신’에서 찾을 수 있다. 슘페

터에 따르면 신은 창조  괴로 인해 기존 제품, 기

술, 유통, 경 방식이 괴된다고 역설하 다. 이제 

신의 상은 더 이상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진보하여 비

즈니스 모델 자체가 된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 신은 

기존의 경쟁자들의 공격에 응하는 것이 아닌 경쟁자

의 비즈니스 모델을 진부화시킬 만큼 인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 신이란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여

러 가지 요소를 다각도에서 변형시켜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신을 통해 변하는 경 환경에서 응우 를 강화해 

한 차원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경  신기법으로는 타 기업과의 차별화가 

어렵고, 변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응하기 힘들어졌

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통합  에서 가치창출 방법

의 신을 추구하면서, 수익 창출  사업 수행 방식과 

같은 반  신 방법으로 비즈니스 모델 신이 발생

하고 있다.

기존 경 신 기법들인 BPR, 품질경  등은 로세

스의 신을 통해 비용을 감하고, 수익을 향상시키기 

한 기법이다. CRM과 같은 경 신 기법은 매출 향

상을 한 마  신에 을 맞추고 있다. 이에 반

해, 비즈니스 모델 신은 기능분야의 신을 통한 성과 

향상 방식인 경 신과는 달리 사업 수행 방식 자체를 

반 으로 차별화한다는 차이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신을 통해 성장한다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 

신에 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자사에게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며,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신에 한 정의를 정리

하고, 비즈니스 모델 신이 필요한 시기와 비즈니스 모

델 신유형을 사례분석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선행연구

2.1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

비즈니스 모델은 본질 으로는 고객에게 더 집 함

으로써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 계자들을 해 가치

를 창출하고 더 큰 성과를 내기 한 방법을 담은 것이

며 경 에 가장 핵심이 되는 체계 인 사고를 반 하고 

있다[20]. 다양한 고객 유형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제공

하고 지속 인 수익을 창출하기 한 기업의 수익구조

를 설명하는 것이다. 

Timmers(1998)은 비즈니스 모델로 가치사슬을 구성

하는 요소들을 설명하며, 이의 분해와 재결합,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참여자와 그들의 역할을 설명하는 제품, 서비스, 정보흐

름의 구조를 알 수 있으며 참여자들의 잠재  이익과 

그 수익의 원천을 설명하고 있다. Rappa(1999)는 가치

사슬 안에서 기업의 치를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수익

을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수익의 원천과 사업방식 

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하며, 일시 인 수익이 아

닌 자사만의 고유 가치사슬에 의한 고정수입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Markides(2000)는 ‘ 략  신'이라

는 개념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략  선택의 

요성을 강조했다. 략  신이란 “비즈니스가 무엇인

지 근본 인 재정의를 통해서 기존의 환경과는  다

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기업은 재 자사의 비즈니스 방식에 해 근본 인 의

문을 가져야 한다고 하 다.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에 

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구성요소들을 통해 략  

신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경쟁법칙을 만드는 것이므로, 먼  비즈니

스 모델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악해야 한다. 비즈니

스 모델 구성요소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첫 단계에

서 리자들로 하여  회사의 사업 논리를 이해하고 설

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기획 도구이다[20].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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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니스 모델 구성요소는 정의와 범 에 한 일반화의 

부재로 인해 다양한 학자들이 구성요소를 제시하 다. 

Slywotzky & Morrison (1997)는 비즈니스 디자인이라

는 용어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를 제시하 다. 

그들은 1980년  이 에는 제품 시 경 으로 시장확

를 우선했지만 기술 발달, 로벌 경쟁 심화로 고객

심 경 이 기업 수익과 직결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를 시작할 때는 고객선택, 가치 창출, 차별/ 략  통제, 

범 에 한 요소가 요함을 강조하 다. 

<표 1> Slywotzky & Morrison의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

구 분 핵심 논   질문 

고객

선택

⦁어떤 고객을 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인가?

  - 어떤 고객에게 실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나?

  - 어떤 고객을 수익 창출의 상으로 할 것인가?

가치

창출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 할 것인가?

  -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방법은?

  - 우리기업의 수익 모델은?

  - 고객이 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가?

차별/

략  

통제

⦁경쟁사로부터 사업을 방어할 방법은?

  - 경쟁사에 비해 차별  경쟁우  요소는 무엇인가?

  - 경쟁사에 응할 략  통제 요소는 무엇인가?

범 

⦁사업의 범 는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 고객에게 제공할 제품과 서비스는 무엇인가?

  - 내부에서 담당하는 역할의 범 는?

  - 력업체와의 계 설정 범 는?

자료 : Slywotzky & Morrison(1997)

Afuah & Tucci(2001)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

를 고객가치, 범 , 가격 략, 수익원천, 연계된 활동, 

실행, 비즈니스 능력, 지속가능성으로 정리하 다. 이에 

반해, Ghosh(1998)는 가치제안, 수익모델, 시장기회, 경

쟁 환경, 경쟁우 , 시장 략, 조직개발, 경  과 같은 

요소들도 비즈니스 모델 평가와 계획에 요하며 이는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커다란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

다. Hamel(2000)은 비즈니스 개념 혹은 비즈니스 모델 

신이 불연속 인 변화의 시 에 기업 가치를 극 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비즈니스 개념 신을 강

조했다. Amitt & Zott(2001)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을 

해 설계한 거래의 내용, 구조, 리의 요성을 강조

했다. 한 비즈니스 참여자들 간의 계가 략  요

소라고 제시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가치창출 모델이라

는 에서 바라보고 있다. Gordijn & Akkermans 

(2003)은 참여자, 가치창출 상, 가치 , 가치인터페이

스, 가치교환방식, 가치제공형태, 세분시장으로 구분하

여, 이들 조합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표 하 다. 

Richardson(2008)은 비즈니스 모델의 기능은 략의 실

행이며 략의 실행은 결국 가치의 제안, 창출, 회수 과

정을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하 다. 이상 논의를 종합하

여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비즈니스 모델의 주요 구성요소 

연구자 비즈니스 모델의 주요 구성요소

Afuah & Tucci 

(2001)

고객가치, 사업 범 , 가격 략, 수익원천, 

연계된 활동, 실행, 사업 역량, 지속가능성

Chesbrough & 

Rosenbloom 

(2004)

시장, 가치제안, 가치사슬, 비용과 수익, 가

치네트워크, 경쟁 략

Ghosh(1998)
가치제안, 수익모델, 시장기회, 경쟁환경, 경

쟁우 , 시장 략, 조직개발, 경  

Gordijn & 

Akkermans

(2003)

참여자, 가치창출 상, 가치 , 가치 인터

페이스, 가치교환방식, 가치제공형태, 세분

시장

Hamel(2000)
핵심 략, 략  자원, 고객 인터페이스, 

가치 네트워크

Markides(2000) 목표고객, 제공물, 달 방법

Morris et. al. 

(2005)

가치 제공, 목표 시장, 경쟁 략, 내부 역량, 

수익 모형, 성장의지

Osterwalder

(2005)

가치제안, 고객분류, 달경로, 고객 계, 핵

심자원, 핵심활동, 트  네트워크, 수익흐

름, 비용구조

Rayport & 

Jaworski(2000)

가치제안, 제품/서비스, 자원 시스템, 재무

모델

Shafer et. al. 

(2005)

략  선택, 가치창출, 가치네트워크, 가치

확보

Slywotzky & 

Morrisen(1997)

고객선택, 가치창출, 차별/ 략  통제요소, 

사업범

Timmers(1998)
제품/서비스/정보흐름, 비즈니스 주체  

역할, 잠재이익, 수익원천

2.2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개념 

비즈니스 모델 신은 기업 략을 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 으로 바꾸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응우 를 강화해 한 차원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방법 [4]으로 정의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 신은 

신의 범 가 넓고, 신의 효과 한 체 으로 나

타난다. 다시 말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것

으로 체 인 신이 일어나며 신이 일어날 경우 기

존역량도 완 히 바 어야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 

신은 고객제안, 핵심가치, 핵심역량, 목표시장, 수익

모델 등 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략  신의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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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체화시켰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부분 외부 압력으로 인해 

지속 으로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세계 450명의 

CEO를 상으로 실시한 IBM의 설문에 의하면, CEO들

의 과반 수 이상이 자사 실 을 달성하기 한 가장 

요한 과제로 성장을 꼽았다. 이는 로벌 기업들이 성

장에 을 두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 신이 미래

에 새로운 략  차별성과 이익을 가져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14]. 회사나 조직은 항상 진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도 계속 진화하고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21]. 향후 경쟁우 를 갖추기 해서는 기존 모

델을 재해석하여 완 히 새로운 비즈니스 개념을 창출

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비즈니스 모델 신 시기를 

악하기 해서는 시장 포화 여부, 기존 가치제안의 

손상 여부, 자사 차별화의 상실 여부, 략  시야가 좁

아졌는지의 여부, 업계를 뒤흔드는 변화가 발생했는지

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4].

<표 3> 비즈니스 모델 혁신 시기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 세 부 사 항 

사업의 

포화

지 보다 월등한 성장과 수익성을 원하는가

사업의 장기 인 마진이 재 수 에 비해 크게 낮은가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한 경쟁사들이 시장 유율

을 확 인가

가치

제안의 

손상

고객이 비용 지불 의사가 있지만, 충족되지 않는 수

요가 있는가

가격 리미엄을 추가하기가  어려워지는가

차별화

약화
가치제안의 차별화가  어려운가

기업의 

시야 

제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

는가

경 진은 자사의 핵심사업을 손상시킬 5가지 을 

모르고 있나

1년간 비즈니스 모델 신이 경 진의 핵심논의사항

이 아니었나 

업계의 

변화 

발생 

재 혹은 장래에 향을 미칠 업계 규제변화가 있는가

업계에 효과가 큰 기술  변화가 있는가 

자료 : 이병남, 2011

Johnson, Christensen, & Kagermann(2008)은 비즈

니스 모델 신 시기를 악할 때, 기존의 경  환경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 다. 그들은 비즈니스 모델

의 변화가 필요한 환경으로 1) 기존 제품  서비스에

서 소외된 잠재 고객들의 욕구를 괴  신으로 충족

시킬 수 있다고 단될 때, 2) 신  기술을 통한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기회나 기존 기술을 새로운 

시장에 선보일 기회가 있을 때, 3) 기존 시장에서 고객 

욕구 충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기회가 생겼을 때, 4) 

가시장을 공략하는 괴자를 물리치려는 시도가 일

어날 때, 5) 변화하는 경쟁 양상에 반응할 필요가 생겼

을 때이다. 

비즈니스 모델 신은 1) 가치 제안, 2) 가치 창출, 3) 

수익모델 실 의 과정을 거친다. 가치제안은 비즈니스 

모델 신 시작으로 가장 요한 특성은 제안된 가치의 

정확성이다. 부분의 기업이 한꺼번에 많은 시도를 하

게 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노력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제공하

는 핵심가치를 정비하는 가치제안은 경쟁자와 차별화

되는 가치를 비즈니스 모델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Kim, 

& Mauborgne(1999)는 고객에게 불필요하거나 불만이 

있는 가치를 제거하거나 이고, 고객이 좋아하거나 미

처 알지 못하는 가치를 강화하거나 창조하는 가치 신 

략을 제안하 는데, 이도 가치 제안의 한 유형에 속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치 창출 과정을 달성하기 해서는 가치사슬 구조

에 의한 활동과 외부 환경을 포함하는 가치 네트워크의 

효과 인 연계가 필요하다. 가치사슬 활동은 기업의 독

자  활동이 아닌 가치사슬 단  활동들의 핵심역량이 

결합하면서 이루어진다[9]. IT 기술의 발달로 가치사슬

이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큰 가치창출을 해서는 구성

원들의 독립  특성들이 상호 유기 인 력 계를 구

축해야 한다[17], [1]. 산업의 특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이해 계로 얽 있는 분야에서는 가치 네트워

크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6], [2], [5]. 가치네트

워크는 부가가치 창출과 련된 일련의 활동·기능· 로

세스의 연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2], 가치 네트워크 

근은 비즈니스 모델 신의 새로운 조류라고 할 수 

있다.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제안했다 하더라도 이를 기업

의 수익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비즈니스 모델 신은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Slywotzky & Morrison (1999)

은 Profit Zone이 이동함으로 인해 수익성과 시장 유

율간 연계성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익 모델 명

확화의 요성을 강조하 다. Amit & Zott(2001)은 수

익모델을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창출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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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특정 방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가치

창출 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창출 방식이며 수

익모델은 가치 용 모델로 정의한 것이다. 수익모델은 

수익의 발생 형태, 창출 치, 수익획득의 상, 수익 창

출 시장, 제공되는 물품과 서비스에 따라 달라게 된다. 

수익모델에서 수익 개념을 매출 는 이윤을 의미하거

나, 이를 혼용하여 사용해 왔다. 이러한 개념은 구별되

어야 할 개념이나, 수익모델에서는 매출발생 방식, 는 

이윤창출 방식에 요성을 둠으로 둘 간의 개념 차이를 

구분하지 않아왔다. 수익모델 변화는 매출 는 이윤창

출 방식에 해 고려할 문제이므로[6], 본 연구에서 수

익과 이익의 차이를 두지 않기로 한다. 

3. 연구 방법

비즈니스 모델 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구체 으

로 살펴보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실시하

도록 한다. 통계를 통한 실증분석의 경우 샘  수집의 

어려움과 정교한 모델 설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외

에도 비즈니스 모델 신 과정에 한 면 한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례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비즈

니스 모델 신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  수 있도록 

경쟁모델 심으로 사례를 선정하 다. 먼 , 기존 산업

에서 창업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신을 통한 성공사

례로 화장품 산업을 선정하 다. 신산업에서는 해외에

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과 국

내 창업기업이 지화를 통한 성공사례간 경쟁모델인 

커피산업을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핵심요소로 언 된 가

치제안, 가치창출, 수익모델을 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간 경쟁에 한 사례분석을 하고자 한다. 한, 비즈니

스 모델 신 범 를 국내 기업간과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 신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화장품과 커피 산업에서 성공한 기업

간의 비즈니스 모델 경쟁을 상으로 한다. 우선 화장

품 산업에서는 가 화장품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신 사례인 미샤와 더 페이스샵의 사례를 살펴본다. 

커피 산업에서는 강력한 리미엄 랜드 워를 지닌 

해외 커피 문  업체 스타벅스와 국내 랜드로 심

을 모으며 성장한 카페 베네의 비즈니스 모델 신 

사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제안, 가치창출과 수익모델 차원

에서 기업간 비즈니스모델 신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

다. 가치 창출에서는 가치사슬과 가치 네트워크의 

에서 비즈니스 모델 신을 보다 분석하도록 한다. 

한, 동종 산업에 속한 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신을 

통한 성공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기업간 경쟁차원에서 

비즈니스 모델 신의 요함에 해서도 살펴보도록 

한다. 

4. 사례분석

4.1. 국내 기업간 비즈니스 모델 혁신

4.1.1 미샤

미샤는 10  후반에서 20  반의 여성 소비자를 

타겟 시장으로 설정하 다. 미샤는 핵심 고객들의 낮은 

지불능력 비 화장품에 한 높은 심을 감안하여 

가격 비 고품질 제품으로 가치제안을 하 다. 미샤는 

제품 연구개발 강화를 통해 품질에 한 우려를 불식시

킴으로써 재구매율이 70%에 도달하는 등 성공을 거두

었다. 한 미샤는 소비자가 직  제품을 사용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체험 쇼핑몰 형태로 매장을 운 하

다. 마지막으로 미샤는 온라인 마 을 활용한 철 한 

소비자 분석과 시장조사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즉각

으로 살피고 받아들 다. 미샤는 고객의 경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감 외에도 소비자가 원하

는 화장품을 만드는 랜드라는 이미지를 얻는 방식으

로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 제안에 성공하 다. 

가치 창출의 에서는 유통, 포장, 마  략과 

조직 변화 차원에서 비즈니스 모델 신을 설명할 수 

있다. 먼  미샤는 리 과 소매  등의 간 유통 과

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격 상승 요소를 제거하고, 자

체 공장과 단일 매장의 유통구조를 확립하 다. 이와 

함께 미샤는 선불 결제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기업들

에 비해 업인력 인건비 약과 후불결제 방식으로 인

한 어내기식 업 험을 제거하 다. 두 번째로 미

샤는 특수제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포장용기를 라스

틱 소재로 바꾸고, 개별 종이포장과 설명서도 모두 없

애 소비자들이 값싼 제품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

다. 한, 랜드 로고 등 이미지에 을 두고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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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작하여 세련되고 깔끔한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세 

번째로 마  략에서 미샤는 뷰티넷이라는 포털 사

이트를 설립하고, 회원 유형별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주

어 충성도를 높 다. 회원 기반 입소문 마 을 실행

했고, 홈페이지에서 멤버십을 통합 리함으로써 체계

이고 실질 인 고객 리를 가능하게 했다. 한 체험 

마 을 통해 소비자가 직  사용해보고 선택함으로

써 서비스보다는 경험에 을 맞추어 구매를 유도하

는 로슈머 마  략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미

샤는 인터넷을 통한 유통과정 리로 기존 화장품기업

에서 요한 업조직 유지비용을 감하 다. 

가치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미샤는 자체 공장에서 

제품 연구개발과 생산의 20%를 담당하고, 생산 아웃소

싱을 통해 비용을 감하고 있다. 자체 공장에서의 생

산경험을 통해 아웃소싱 업체에 정 납품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이 을 확보하 다. 인터넷 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간 유통마진과 리 용역의 비용을 

여 화장품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어 미샤의 가치창출을 

극 화 하 다. 이외에도 미샤는 국내에서의 성공을 기

반으로 세계 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로벌 랜드

로 성장하기 해 해외 트랜드의 신속한 악을 통한 

신규 제품개발에 힘쓰고 있다. 해외 에이 시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지화 략  시장 확 를 해 미국, 

일본, 국에 지 법인을 설립하 다. 

수익모델의 에서는 미샤의 신은 온라인의 힘

으로 오 라인 매장을 경 한다는 것이다. 미샤는 3년

간 네티즌들의 혹독한 검증을 받고 난 뒤 본격 으로 

오 라인 매장을 오 하 다. 첫 매장을 오 한 후 미

샤 문 은 온라인 회원들의 입소문을 바탕으로 빠르

게 퍼져 나갔고, 랜차이즈를 이용한 가맹  확  

략을 통해 짧은 기간에 국 유통망을 확립했다. 인터

넷을 통한 가맹  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리비용의 

감과 매장별 업 황 정보를 통합 리함으로써, 투

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달성했다. 

4.1.2 더 페이스샵 

더 페이스샵은 가 화장품 시장의 후발주자로서 선

발주자와의 차별화 략이 요하 다. 우선 선발업체

의 성공요인인 OEM생산, 리  선불결제, 라스틱 

용기사용 등을 흡수하 다. 선발업체와 차별화된 가치 

제안으로 식물성 재료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한 자연

주의를 랜드 컨셉으로 표방하 다. 한 제품의 원료

인 연꽃, 나무, 석류, 아카시아를 소재로 한 고를 통

해 자연주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가 화장품임에도 

고 스럽다는 느낌을 달할 수 있도록 고 차별화도 

실시하 다. 자연주의 컨셉은 제품 용기와 매장 분 기

에까지 일 되게 용하여 자연스러운 느낌을 해 인

인 가공을 배제하 다.

가치창출의 에서 보면, 가치 사슬 구조에서 유

통, 포장  매장 리와 마  략에서 차별화를 시

도하 다. 더 페이스샵은 연구와 개발만 담당하고, 

OEM, ODM 계에 있는 제조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매

장으로 바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유통구조를 단축시켰

다. 한 랜드 을 개설하여 더 페이스샵 제품만을 

유통시키며 가맹 을 직 처럼 착 리하며 본사와 

주에게 모두 유리한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포장  

매장 리에서는 슬로건인 ‘Natural Story’가 표출되도

록 용기 디자인부터 매장 인테리어까지 모두 자연주의

에 부합시켰다. 매장에 느티나무를 심어 친환경주의를 

강조하고 매장 인테리어에 나무 신 우드 오 제를 활

용해 고 스러움을 강조했다. 마  략에서는 차별

화된 자연주의 이미지를 채택한 특화 략을 사용하여, 

다양한 자연 원료를 심으로 고하 다. 자연 친화

인 식물성 원료를 소재로 한 고 이후 한류스타로 떠

오른 권상우를 모델로 기용하며 고를 함으로써 아시

아권에서 매장을 확장하고 랜드를 알리는데 큰 성과

를 거두었다.

가치 네트워크에서는 로벌 경 략 문가를 입

해 문 경 인이 랜드 로벌화를 직  책임지는 

략을 선택하 다. 입된 문 경 인은 효과 인 로

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략을 채택

하 다. 로벌 인 네트워킹을 활용한 머천다이징 

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선진 화장품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과 기술제휴를 맺고, 제품의 특정 성분이나 기술

을 공동 개발하거나 제조부터 생산까지의 과정을 모두 

지에서 완료해 완성품으로 수입하는 략이다. 해외 

업체와의 로벌 제휴로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수익 모델의 에서는 B2C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수익과 오 라인 매장을 이용한 수익으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온라인의 사업모형은 고와 정보

개로 여기에서 고비와 정보 개비의 수익을 얻고 

있다. 부분의 수익을 차지하고 있는 오 라인 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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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형 제품으로 매수익을 올리고 있다. 2009년 말 

LG생활건강은 더 페이스샵 인수에 성공하 다. 더 페

이샵이 인수된 후, 인사, 총무, 재경, 구매 등 지원 부서

들을 통합 으로 운 해 고정비를 최소화하 다. 한 

해외 사업부문에서도 LG생활건강의 해외법인들을 활

용해 재정립 하 다. OEM에 으로 의존하는 생산

구조는 LG생활건강의 자체 생산설비로 배분하고, 추가

인 수익 창출을 해 가상품 심으로 구성되어 있

는 제품 포트폴리오에 간 가격  기능성 제품을 추가

하 다.

4.1.3 소결

미샤는 가 화장품 시장을 창출한 선발주자로 명확

한 타겟 마켓을 선정하고, 해당 소비자들에게 가장 필

요한 제품  유통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시장 변화를 

주도하 다. 타겟 고객의 수요를 악하고, 이에 맞는 

한 수익모델을 구축한 후, 가치사슬 신과 가치 

네트워크의 확 를 통해 시장에서 성장한 모델이다. 특

히 가격 고품질의 제품을 원하면서도, 제품 용기 등

의 이미지가 고 스럽기를 바라는 은층의 요구를 

히 반 함으로써 시장 신에 성공하 다.

<표 4> 미샤와 더 페이스샵 사례분석 결과 정리

경쟁 모델 

미샤 더 페이스샵

가치 제안

⦁10  후반～20  반 

타겟 : 낮은 경제  능

력 비 화장품에 한 

높은 심에 착안하여 

고품질 가화장품 제

안

⦁ 랜드명 차별화: 얼굴 

련 모든 것을 는 

매장

⦁친환경 인 화장품: 식

물성 재료를 원료로 사

용한 자연주의 컨셉.

가치 

창출

가치

사슬

⦁ 간 유통 철폐

⦁ 문 랜드  구축

⦁ 라스틱 용기로 포장

비용 감.

⦁인터넷  체험마 . 

⦁ 리 선불결제 시스

템

⦁미샤 벤치마킹 : OEM

생산, 유통구조, 랜

드 , 용기, 리  선

불결제

⦁자연주의 컨셉의 자연친

화 마 , 체험마 .

⦁친환경  인테리어. 

가치 

네트

워크

⦁생산 아웃소싱: 16개 

력업체

⦁ 로벌 매네트워크: 

해외 에이 시 제휴, 

지화를 한 지법

인 설립.

⦁ 량 생산 아웃소싱

⦁ 로벌 인 네트워

크 : 선진기술 보유 업

체들과 기술제휴, 공동

개발/생산 후, 완성품 

수입. 

수익 모델
⦁온라인으로 오 라인 

경

⦁온라인( 고와 정보 

개)과 오 라인 매수익

더 페이스샵은 후발주자로써 미샤를 비롯한 경쟁업

체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하 다. 웰빙 트 드가 확산되면서, 가격이면

서도 자연친화  화장품에 한 소비자들의 숨은 욕구

를 수익모델화 함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랜

드명 차별화, 스타 마 을 통한 인지도 제고와 함께 

경쟁사의 성공요인들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시장에서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 다.

4.2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 경쟁

4.2.1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국내 진입 당시에 최상 의 원두를 사용

하는 에스 소라는 컨셉으로 스타벅스 랜드 이미

지를 고 성과 문성을 추구하는 이미지로 소비자들

에게 각인시키는 가치제안을 시도하 다. 커피에 개성

과 매력을 덧입힌 다양한 메뉴를 출시했고, 여성 소비

자층의 취향을 반 하여 카라멜이나 콜릿 등을 첨가

한 달콤한 커피를 출시하 다. 한 소비자 요구 충족

을 해 사이즈, 크림의 양, 시럽 첨가 여부 등 소비자에

게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 다. 조선호텔

에서 제공받은 샌드 치, 머핀 등도 함께 매하 고, 

베이커리 품목의 매출이 10-20%를 차지하 다. 이 밖

에도 머그잔과 텀블러 등 커피와 연 된 상품의 교차 

매를 통해 랜드 이미지 향상을 실 하 다. 

최고  품질과 더불어 스타벅스가 많은 투자를 한 

부분은 매장 인테리어로, 체 으로 인 감성을 

느낄 수 있고 포근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

하 다. 세련되고 도시  느낌과 차분하고 은은한 분

기 속에서 커피 본연의 맛과 향기를 음미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하 다. 통유리를 사용해 매장 안의 고객들이 

외부에 노출되도록 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감과 안정

감을 심어주는 효과도 주었다. 한, 소비자가 커피 한 

잔을 사는 것이 아닌 커피를 우아하게 마실 수 있는 분

기를 구매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가치 창출  가치 사슬의 측면에서 보면, 원두 품질, 

매장 리, 랜드 이미지 리, 마  략과 인 자원 

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먼  스타벅스는 

26개국에서 원두를 구입하고 있으며, 원두 품질 리를 

해 매년 1,000회 이상의 샘 테스트를 하고 있다. 100

여명의 로스  문가들이 로스  작업을 하며, 테스  

문가들을 통해 최고의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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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매장 리에서 스타벅스는 최고 품질의 유

지를 해 직 매장만 운 하고 있다. 원두 구매부터 로

스 하는 과정까지 보 이나 운송  부패를 방지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해서 랜차이즈 방식을 채

택하지 않고 있다. 고객신뢰도 향상과 문  이미지 제

고를 해 바리스타를 직  채용·교육·근무시키고 있다.

마  략 차원에서는 랜드 이미지 리를 해 

스타벅스는 로마신화에서 차용한 독특한 로고와 소설 

‘모비딕’의 커피 애호가인 일등 항해사 이름인 스타벅스

를 차용하여 랜드명을 정하 다. 세계 어디에서도 동

일한 로고와 매장 인테리어는 일 되고, 고 스럽고, 편

안한 문화를 매한다는 이미지 표 과 함께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마 을 실시하고 있다. 매장 치 

선정시에는 만남의 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

성을 시한다. 사람들의 시선에 확실히 들어와 고객을 

유인하기에 합한 장소에 출 하고 있다. 

홍보 략으로는 커피 련 잡지를 통해 커피에 한 

정보를 달하여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고객

근 략을 실시하여, 소비자 호기심 자극과 랜드 

이미지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기업 이미지마

 차원에서 재단 운 , 거리청소 참여, 사활동, 기부

활동, 지역사회 로그램 운  등 특정 지역사회를 

상으로 지역 착마 을 실시하여 자사의 이미지 제

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치 사슬의 마지막으로 인 자원 리 측면에서 스

타벅스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 철학을 가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의료보험 혜택과 진

 교육 기회를 주고, 이 교육을 통해 종업원에게 회사

의 일원이라는 마인드를 심어주었다. 그 결과 이직률이 

낮아졌고, 우수인력 유치와 직원들의 자부심을 제고시

킬 수 있었다.

가치 네트워크 측면에서 스타벅스는 다른 기업과의 

격 이고 개방 인 제휴를 통해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스타벅스의 제휴 목 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도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도록 하기 해서이다. 자 

매장, 은행, 백화 , 병원 등에 인  형태로 진입하는 

제휴 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별도의 마  비용 

없이 소비자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제휴 기업에게

도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 이 있어 

벤치마킹의 상이 되고 있다. 스타벅스는 주요 소비층

인 2535세 가 선호하는 랜드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랜드 이미지를 설정하

려는 랜드 후 효과를 노리고 제휴를 요청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제휴 기업들과 정기모임을 통해 다양한 의

견공유와 거래투명성 확보 등 장기  계지속을 해 

노력하고 있다. 한 우수 력회사를 선정하여 

계 구축에 노력 이며, 공정․평등한 기회부여로 동반

자 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수익모델의 에서 보면, 스타벅스의 핵심 인 수

익모델은 리미엄 가격 략이다. 스타벅스의 타겟 고

객인 20-30  은 여성들은 가격보다는 품질을 더 

시하고, 높은 가격의 제품이 품질도 우수하다는 소비자 

심리도 리미엄 가격 략을 구사하는 배경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해 품질과 더불어 매장분 기  종업원

의 친 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리미엄 가격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커피 

매 외에도 사이드 메뉴  디 트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출시하고, 계  메뉴를 개발하여 다양화 략으로 

수익모델을 다변화하고 있다. 한국시장 진입시에 철

한 지화를 시도하여 문직의 고소득 은층을 타겟

마켓으로 사업모델을 구축하 다. 한국 소비자들이 

형 매장을 선호하는 문화를 반 하여, 80-100평에 이르

는 규모 매장에 좌석수도 100석 정도를 구비하 다. 

한 매장 치 선정 시에도 번화한 심가라면 지역 

내 다 포 략을 세웠다. 높은 노출 빈도와 지리  특

성으로 고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인데, 낮아지는 각 

매장당 수익성은 고비로 충당하겠다는 략에 기반

하고 있다. 

4.2.2 CAFFE BENE

카페베네는 차별화된 가치체안 략으로 한 지역에

서 생산된 원두만을 이용한 ‘싱  오리진 커피'를 내세

웠다. 커피 종부터 수확까지 문가가 모니터링해 최

고 품질의 원두를 생산하고, 국내에 로스  공장을 

공하여 신선한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를 통해 ‘선 로스 , 후 블 딩’ 방식이 가능해

졌는데, 복잡한 공정으로 생산시간과 비용이 상승하지

만 산지별 원두의 고유한 풍미를 살릴 수 있다는 이

을 살려 소비자들에게 어필하 다. 카페베네는 커피 농

장에서부터 고객에게 이르기까지 일 된 리하에 보

다 신선한 커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카페베네는 ‘유럽풍 멀티디 트 카페’로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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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내세워 미국을 표하는 스타벅스  여타 커

피 문 과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을 시도하 다. 한 

테이크아웃 이미지가 강한 미국 커피 문 과 차별화

하고, 따뜻한 분 기의 고풍스러운 휴식공간으로서의 

유럽식 카페를 지향하 다. 이는 스타벅스가 형성한 세

련되고 도시 인 이미지와 조되면서, 생활의 한 부분

으로 커피 문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도하 다. 소

비자 욕구를 바탕으로 도시 속 휴식의 여유를 제공함으

로써 삭막한 도시생활에 지친 인들에게 새로운 삶

의 활력소를 마련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럽 이미지

를 풍기기 해 인테리어도 19세기 유럽의 노천카페 느

낌을 표방하면서도 빈티지 스타일의 편안함과 도회

인 세련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하 다. 기존 커피 

문 과 달리 커피의 한 맛을 보완해주는 부가메뉴 

차별화로 와 과 젤라 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

었다. 국내 토종 랜드 이미지를 어필하기 해 한국

인의 정서에 맞는 오곡음료, 홍삼라떼 등의 건강음료도 

출시하 다. 

가치 사슬 측면에서의 가치 창출을 보면, 품질 리, 

매장 리, 마  략, 서비스 리의 차원에서 구분

하여 볼 수 있다. 먼  품질 리에서는 커피 한잔을 생

산하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활동들을 수직통합 함으로

써 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

를 해 라질 최  규모의 커피 농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하 고, 국내 로스  공장 공 등을 통해 한국인

의 입맛에 맞는 커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 다. 매장 

리에서 카페 베네는 랜차이즈 가맹 과 직 을 

병행 운  인데, 부분은 랜차이즈로 운 되고 있

다. 국내 커피 시장의 후발주자임에도 매장 수 1 에 오

를 수 있었던 비결  하나가 랜차이즈 매장 리

다. 2011년부터 본사에서 문 교육을 이수한 메뉴바이

를 국 모든 매장에 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들은 정해진 지역 매장을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직원들

과 같이 근무하면서 시피와 매뉴얼 사용법을 지도 감

독하며, 모든 메뉴의 맛의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

러한 제도를 통해 매장 운 의 고충과 가맹 의 장 

상황을 직  모니터링 할 수 있어 가맹 주들의 만족도

를 높이고 있다. 

마  략에서는 커피 문 들  최 로 TV 고

를 시작하여, ‘한 슬 커피’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소

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시도를 선택하 다. 

한 드라마와 화에 PPL 찬을 실시하는 마  략

을 실행했고, 계마 의 일환으로 은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로그램을 통해 고객충성도를 제고하 다. 

이러한 공격  마 은 기에는 부정  여론이 두

되었으나, 후발주자로써 낮은 랜드 인지도로 인한 불

리함을 극복하는 기반이 되었다. 

서비스 리차원에서 카페베네는 매장에서 소비자

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

트북 사용을 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고, ‘1인 1컨센트’제공은 카페베네를 최 의 문화공간으

로 만들어 주었다. 한 편안한 유럽풍의 인테리어와 

소품, 독립 인 테이블과 쿠션 등은 다른 커피 문

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카페베네만의 가치를 만들어 주

었다. 

카페 베네의 가치 창출을 가치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외국  기업 랜드와의 경쟁이 심한 커피

문  시장에서 략  제휴를 통한 가치 네트워크로 가

치를 창출해 갔다. 후발기업이기에 제휴 기업의 명성과 

랜드를 공유하고, 부족한 자원을 획득하기 한 략

 제휴를 모색한 것이다. 은 고객층이 많은 감성

인 특성이 강한 산업 특성을 반 하여 략  제휴 

상을 물색하 다. 2009년 싸이더스HQ에 일정 지분을 

주고 략  제휴를 맺어 싸이더스의 소속 연 인을 

면에 내세우는 스타 마 을 실시하여 랜드 인지도

를 높이는데 성공하 다. 소속 연 인들이 카페베네를 

많이 이용하면서 고객들의 심도가 높아졌다. 한 문

화 컨텐츠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주요 소비층인 20-30

를 상으로 공모 , 형공연, 화,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제공하여 랜드를 직  체험함

으로써 충성도를 높이고 있다.

수익모델의 에서 보면, 카페베네의 수익모델은 

매장 확  략, 랜드 로열티 수입  차별화된 메뉴

에 있다. 다른 커피 문 과 달리 카페베네는 가맹

을 통한 매장 수 확 에 집 하 다. 진입 당시 리미

엄 이미지 구축을 해 심상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심으로 카페베네의 이미지를 고 랜드로 

소비자에게 인식시켰다. 토종 랜드를 강조한 카페베

네는 커피 랜드 창업에 한 증가된 수요를 인지하

고, 랜차이즈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베이비붐 세 의 

은퇴 후 선호하는 랜차이즈 커피 랜드 1 로 올라

섰다. 카페베네는 커피 시장 수익성이 높음을 홍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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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창업자들의 심 증가와 다른 기업과의 제휴를 통

한 가맹  확장 략으로 수익모델을 만들어 나갔다. 

국내 진입한 해외 랜드들은 매출의 약 5%를 로열

티 명목으로 지출한다. 카페 베네는 로벌 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해외 랜드에 로열티를 주지 않

는 국내 랜드로 설립하 다. 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자리를 잡는다면 역으로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카페베네는 세계  탁 식 문업체인 아

라코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아라코가 국내에서 운  

인 산업체나 병원, 학교, 공공기  등 300여 개의 장

소에서 로열티를 받고 탁경 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

맹  입  계약을 맺기도 했다.

카페 베네의 높은 수익의 요인 에는 차별화된 메

뉴도 있다. 진입 기 략 디 트 메뉴로 와 과 젤라

를 출시하 는데, 정통 벨기에 와 을 면에 내세우

면서 매장에서 직  구워내는 냉장 와 로 품질을 높여 

디 트 메뉴로 성공을 거두었다. 카페베네는 향후 베이

커리 라인을 확충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커피 문화

에서 디 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망 아래, 베이

커리 공장 확장을 해 로스  공장과 베이커리 공장을 

양주에 설립하고 있다. 

4.2.3 소결

스타벅스와 카페 베네의 비즈니스 모델 경쟁은 해외

제품의 지화 측면에서 시사 이 크다. 스타벅스는 미

국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 이식하는 데에 

집 하여, 국내 시장을 선 하 다. 고품질 에스 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이미지로 하

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가치창출 방식을 채택하 다. 

구축된 랜드 이미지를 활용하여 련상품의 교차 

매를 통해 매출 극 화에도 성공하 다. 이에 반해 카

페 베네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인테리어와 마  

략을 수행함으로써, 단기간에 커피 시장에서 성장을 

거두었다. 스타 마   유럽풍 인테리어로 고  이

미지를 제공하고, 수직통합된 생산시스템과 랜차이

즈 운  등 스타벅스와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

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

<표 5> 스타벅스 및 카페 베네 사례분석 결과 정리

경쟁 모델 

스타벅스 카페베네 

가치 제안

⦁최상  원두를 사용하

는 에스 소 컨셉

⦁소비자에게 다양한 옵

션 선택 권한 부여

⦁싱 오리진 커피를 내

세워 한 지역에서 생

산된 원두만 이용

⦁유럽풍 문화공간 이미지

가치

창출

가치

사슬

⦁26개국에서 고품질의 

원두를 직  구입

⦁매년 100회이상 샘  

검증, 100여 명의 로

스  문가가 작업 

수행. 

⦁직 으로 품질 유지

⦁ 랜드 고 화, 감성 

 지역 착 마

⦁ 문교육을 받은 바리

스타를 직  채용. 

⦁한 지역에서 생산된 

한 가지 원두를 사용

한 커피 제공

⦁생산시스템 수직통합

⦁국내 로스  공장 설

립으로 품질 유지.

⦁가맹 으로 매장확

⦁커피산업 최 의 TV

고  스타 마

⦁매장의 문화공간화

가치 

네트

워크

⦁타 산업 기업과의 제

휴  인  출 .

⦁우수 력회사 선정

⦁ 형 연 기획사와의 

략  제휴를 통한 

스타마  실시

수익모델

⦁ 리미엄 가격 략

⦁ 랜드 이미지를 상품

화한 교차 매

⦁가맹  확  략

⦁해외 기업에게 로열티 

획득 

5. 결론 및 한계점

비즈니스 모델 신은 정확한 고객 분석으로 고객에

게 제안할 가치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구축한 후, 내·외부 자원을 동원하여 가치창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쟁사보다 경쟁우 를 확보하

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가치 제안, 가치사

슬과 가치 네트워크를 통한 가치 창출, 마지막으로 수

익모델을 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신사례를 살펴보

았다. 본 사례분석의 틀은 비즈니스 모델에 한 다양

한 연구들을 통합 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

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 사례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신이라는 추상 인 개념을 구체

화하고, 성공하는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신이 수반

됨을 사례분석으로 증명하 다. 

기술의 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업  기술간 융

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 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이다. 이제는 기존의 특정 경  기능분야의 신만으

로는 기업이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변하는 기업 환경에서 기업이 

지속 인 경쟁력을 갖기 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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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본  신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요함을 본 연구에서는 강조하 다. 

본 연구는 기업 사례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신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두 가지 산업만을 선정하 는

데, 이는 모든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 신을 보여주기

에는 한계 이 따른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 신이 빈

번한 IT 산업에서 비즈니스 모델 신을 분석한다면 더

욱 시사 이 커질 것이라고 본다. 산업의 용범 가 

확 된다면, 사례분석의 틀에서 제시하지 못한 새로운 

구성요소들을 추가 으로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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