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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글로벌 시장에서 플랫폼비즈니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비
즈니스가 출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플랫폼비즈니스와 글로벌 플랫폼비즈니스의 6가지 성공요
소에 대한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ICT 분야 종사자 104명을 대상으로 SNS서비스(카카오톡·페이
스북), 모바일결제 시스템(삼성페이·애플페이), 디지털 콘텐트(네이버·유투브), 직접구매(G마켓·아마존), 교육
(K-MOOC·MOOC) 등의 경쟁력을 설문 조사했다. 그 결과 국내 플랫폼비즈니스는 미국의 비즈니스에 비해 창조역량
과 새로운 가치 창출, 비용 절감과 네트워크 효과,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역량이 열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플랫폼비즈니스, 글로벌 경쟁력, 성공요소, 온라인네트워크   

Abstract  The importance of platform businesses in the global market is growing, but in Korea, platform 
businesses with a global competitive edge are rare. This study compared the competitiveness of the local and 
international platform businesses by analyzing the six success factors of platform businesses. It surveyed 104 
professionals in ICT regarding the competitiveness of SNS services (Kakao Talk, Facebook), mobile payment 
systems (Samsung Pay, Apply Pay), digital content (Naver, YouTube), online shopping (G Market, Amazon) 
and education (K-MOOC, MOOC). In sum, the local platform business sector, compared to its U.S. counterpart, 
is lagging behind in creativity, value creation, cost reduction, networking effects and the ability to build, 
change and develop new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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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가 

발 하면서 로벌 시장에서 랫폼비즈니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GE나 삼성 등 제조업 심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 다면 최근엔 구 이나 애  같은 

랫폼을 앞세운 기업들이 새로운 지배자로 부상하고 있

다. 랫폼비즈니스를 둘러싼 경쟁은 기업의 성장은 물

론 생존까지 좌우하고 있으며, 랫폼 경쟁에서 승리하

는 기업은 독자 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로벌 시장에서

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1].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여 히 랫폼 경쟁의 주변부

에 있다. 새로운 랫폼에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

을 뿐 새로운 랫폼을 창출하거나 이를 통해 비즈니스 

생태계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2].  이에 따라 국내 기업

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

는 것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로벌 수

의 경쟁력을 갖춘 랫폼비즈니스의 출 이 실한 상

황이다.

본 연구는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폼랫폼비즈니스의 

로벌 경쟁력 수 을 분석해, 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

내 랫폼비지니스의 출 하고 더 나아가 로벌 무 에

서 성공하기 해 필요한 보완 을 찾는 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랫폼비지니스가 로

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해서 필요한 성공조건을 찾아내

려고 한다. 이후 국내 ICT 종사자를 상으로 설문조사

를 통해 국내 랫폼비지니스와 로벌 랫폼비지니스

의 성공요소에 한 경쟁력 수 을 측정하고, 문가 제

언 등을 통해 국내 랫폼비지니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한 략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랫폼비지니스는 공 자와 수요자 등 복수의 그룹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거래를 통해 교환

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  ICT분

야에서 최근까지 논의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랫폼비

지니스는 다양한 상품을 매하거나 매하기 해 공통

으로 사용하는 기본 구조, 상품 거래나 응용 로그램

을 개발할 수 있는 인 라 등의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더불어 랫폼비지니스는 참여자들의 연결과 상호작용

을 통해 진화하고,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

해  수 있는 공동의 생태계로 정의되고 있다.

랫폼비즈니스에 한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

면 랫폼비즈니스는 기존 산업과는 확연한 차이 을 갖

고 있으며,  성공하기 한 조건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랫폼비즈니스는 우선 상품과 서비스 업체가 

공 , 유통, 마 , 확산의 과정을 일방 으로 주도한 

통 인 산업이나 시장과는 근본 으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3]. 백화 이 거래되는 상품이나 공 자( 매자)를 

패쇄 이고 일방 으로 결정했다면 G마켓 같은 랫폼

비즈니스는 상품은 물론 공 자까지도 자발 이고 평등

한 권리를 갖는 참여자들에 의존하는 개방 이고 다면

인 특성을 갖고 있다[4].  참여자가 많을수록 랫폼비

즈니스는 활성화되고, 공 자는 물론 수요자의 거래비용

을 획기 으로 감소시키는 공동의 생태계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ICT 발달로 랫폼 구축과 운 이 쉬워 구

나 참여할 수 있고 온라인 네트워크로 묶여 있어 지역이

나 국가의 경계를 뛰어 넘는 시장이 형성된다[5].

이와 같이 기존 산업과 성격이 다른 랫폼비즈니스

의 경쟁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통해 랫폼비즈니스가 

성공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요소와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는 시사 을 얻을 수 있다[6]. 랫폼비즈

니스에서 성공한 기업은 랫폼의 설계·운  등 창조역

량을 보유하고, 참여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비

용 감효과를 제공하며, 더 많은 참여자를 끌어들여 수

요를 폭발 으로 증가시키는 네트워크효과를 보여주고,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랫폼을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 세계 으로 랫폼비

즈니스 분야의 선두 기업들로 평가받고 있는 애 이나 

구 , 페이스북 등은 6가지의 성공요소에 한 로벌 수

의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공통 이 있다[7]. 

를 들어 인텔은 매년 개발자 포럼을 통해 랫폼 이

슈와 개발계획을 후지쯔, HP 등 력업체와 공유하고,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랫폼을 진화시

키기 해 랫폼 개발 생태계를 강화하여, 격년마다 마

이크로 로세서의 성능을 2배씩 향상시키고 있다.[8]

이에 본 연구는 국내 ICT 종사자를 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해 국내와 로벌 랫폼비지니스의 6가지 성

공요소에 한 경쟁력 수 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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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경쟁력 제고를 한 략 방안을 모색했다.

 

  

3. 연구 설계와 자료 수집

3.1 연구 및 조사 설계 

본 연구는 랫폼비즈니스의 6가지 성공요소 분석을 

통해 국내외 랫폼비지니스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고

자 ICT분야 종사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 랫폼비즈니스 경쟁력의 분석 상을 

로벌 무 에서 독자 인 생태계를 이미 구축했거나 구

축 에 있는 SNS와 디지털콘텐트, 온라인쇼핑, 모바일

결제시스템, MOOC 등 5개 서비스로 선정했다[9]. 그리

고 5개 분야 각각에서 미국과 한국을 표하는 페이스북

과 카카오톡, 아마존과 G마켓, 애 페이와 삼성페이, 

MOOC와 K-MOOC를 분석 상으로 삼았다[10,11] 

(<Table 1> 참조).

A-corp K-corp

SNS facebook kakao-talk

Mobile-Pay system Apple-Pay Samsung-Pay

Digital Content U-tube Naver

Online-Shopping Amazone G-market

Education MOOC K-MOOC

<Table 1> 10 Business of Platformbusiness 

이어서 5개 랫폼비지니스에 해 랫폼비즈니스의 

6가지 성공요소에 한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 다. 이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의 랫폼을 새롭게 창조하는 역량, 

참여자들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비용

감과 네트워크 효과, 새로운 생태계 조성 능력과 끊임없

이 변화하며 진화하는 역량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

행하 다 (<Table 2> 참조).  각 문항별로 경쟁력에 

한 5개의 척도를 제시하고 1~9  척도로 평가할 수 있

게 했다.

6 Success Factors

The ability of platform creativity

The ability of new value creation

The effects of cost reduction 

The effects of networking 

The ability to build new ecosystems

The ability to change and develop

<Table 2> 6 Success Factors of Platformbusinesse

3.2 표본 설정 및 자료 수집 

이번 조사에 응한 ICT 분야 종사자는 104명이며, 이들

의 재직 기업은 삼성 자와 네이버, 카카오톡, SK텔 콤, 

KT, LG U+, G마켓, 티켓몬스터 등 8개이다.  랫폼 

업무를 직  담당하거나 이해도가 높은 기획(61명), 개발

(8명), 마 (20명) 업무 종사자를 집 으로 조사했다

(기타 15명). 설문 조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 

2주 간에 걸쳐 실시했다.

4. 분석결과 

앞에서 설계된 연구조사 방법에 따라 ICT 종사자 104

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토 로 한국과 미

국의 랫폼비즈니스 성공요소 6가지에 한 경쟁력을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서 통계  유의수 은 T검정에

서 일반 으로 사용하는 5% 유의수 으로 설정하 고, 

P값이 0.05보다 크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고, 0.05보

다 작으면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 다. 

4.1 플랫폼 창조 역량 분석 

한국과 미국의 랫폼비즈니스에 한 랫폼 창조역

량 조사에 한 F-검정 결과 두 집단은 이분산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분산을 가정한 t-검정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한국 랫폼비즈니스와 미국 랫폼비즈니스의 평

균 비교를 한 결과 P(T<=t) 양측검정값이 0.05보다 작아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Table  3> 

참조). 즉, 미국의 랫폼비즈니스 기업이 랫폼의 설계, 

운 , 업그 이드 같은 랫폼 창조역량에서 국내 기업

보다 경쟁력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K-corp A-corp

Mean 11.828 12.853 

Variance 7.707 11.977 

No. of Obs 104 104

Mean difference 0

degree of freedom 197

T value -2.357 

P(T<=t) one-tailed test 0.010 

t critical value (one-tailed test) 1.653 

P(T<=t) two-tailed test 0.019 

t critical value (two-tailed test) 1.972 　

*P(T<=t) 0.019 < 0.05 

<Table 3> The ability of platform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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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새로운 가치창출 역량 분석

두 집단은 F-검정 결과 두 집단은 등분산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나 등분산을 가정한 t-검정을 실시하 고, 한국 

랫폼비즈니스와 미국 랫폼비즈니스의 평균 비교를 

한 결과 P(T<=t) 양측검정 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Table  4> 

참조). 즉, 미국 랫폼 비즈니스가 모방이 어려운 해당 

랫폼의 차별화 기술을 바탕으로 랫폼 주도 기업은 

물론 참여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이 국내 

랫폼비즈니스보다 뛰어난 것으로 분석 다.

 

　 K-corp A-corp

Mean 11.255 12.937 

Variance 10.573 12.983 

No. of Obs 104 104

Pooled Var 11.778 

Mean difference 0

degree of freedom 206

T value -3.534 

P(T<=t) one-tailed test 0.000 

t critical value (one-tailed test) 1.652 

P(T<=t) two-tailed test 0.001 

t critical value (two-tailed test) 1.972 　

*P(T<=t) 0.001 < 0.05

<Table 4> The ability of new value creation

4.3 비용절감 효과 분석  

　 K-corp A-corp

Mean 10.546 11.349 

Variance 8.877 9.628 

No. of Obs 104 104

Pooled Var 9.252 

Mean difference 0

degree of freedom 206

T value -1.905 

P(T<=t) one-tailed test 0.029 

t critical value (one-tailed test) 1.652 

P(T<=t) two-tailed test 0.058 

t critical value (two-tailed test) 1.972 　

*P(T<=t) 0.058 > 0.05

<Table 5> The effects of cost reduction

두 집단은 F-검정 결과 등분산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나 등분산을 가정한 t-검정을 실시하 고, 한국 랫폼비

즈니스와 미국 랫폼비즈니스의 평균 비교를 한 결과 

P(T<=t) 양측검정 값이 0.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참조). 즉,  랫폼비즈니스의 주도 기업은 물론 참여에 

한 인센티  즉, 비용 감 효과 등을 제공해야 하는 비

용 감 효과는 미국 랫폼 비즈니스가 한국 랫폼비즈

니스보다 우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4.4 네트워크 효과 분석 

두 집단은 F-검정 결과 등분산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나 등분산을 가정한 t-검정을 실시하 고, 한국 랫폼비

즈니스와 미국 랫폼비즈니스의 평균 비교를 한 결과 

P(T<=t) 양측검정 값이 0.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Table  6> 참

조). 즉, 랫폼비즈니스 기업과 참여자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더 많은 공 자와 참여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상품이

나 서비스의 수요를 폭발 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강력

한 네트워크효과가 미국 랫폼비즈니스가 한국 랫폼

비즈니스보다 우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corp A-corp

Mean 11.803 13.052 

Variance 9.491 11.639 

No. of Obs 104 104

Pooled Var 10.565 

Mean difference 0

degree of freedom 206

T value -2.771 

P(T<=t) one-tailed test 0.003 

t critical value (one-tailed test) 1.652 

P(T<=t) two-tailed test 0.006 

t critical value (two-tailed test) 1.972 　

*P(T<=t) 0.006 < 0.05

<Table 6> The effects of networking

 

4.5 새로운 생태계 조성 역량 분석  

두 집단은 F-검정 결과 등분산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나 등분산을 가정한 t-검정을 실시하 고, 한국 랫폼비

즈니스와 미국 랫폼비즈니스의 평균 비교를 한 결과 

P(T<=t) 양측검정 값이 0.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Table 7> 참조). 

즉, 미국 랫폼 비즈니스가 참여자를 꾸 히 리하며 

랫폼의 수 을 유지함으로써 시장의 새로운 규칙을 만

들고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능력면에서 한국 랫폼

비즈니스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분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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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orp A-corp

Mean 11.468 12.985 

Variance 12.012 14.026 

No. of Obs 104 104

Pooled Var 13.019 

Mean difference 0

degree of freedom 206

T value -3.031 

P(T<=t) one-tailed test 0.001 

t critical value (one-tailed test) 1.652 

P(T<=t) two-tailed test 0.003 

t critical value (two-tailed test) 1.972 　

*P(T<=t) 0.003 < 0.05

<Table 7> The ability to build new ecosystems

4.6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 역량 분석 

두 집단은 F-검정 결과 등분산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나 등분산을 가정한 t-검정을 실시하 고, 한국 랫폼비

즈니스와 미국 랫폼비즈니스의 평균 비교를 한 결과 

P(T<=t) 양측검정 값이 0.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Table  8> 참

조). 즉, 한국 랫폼 비즈니스에 비해 미국 랫폼비즈니

스가 시장에 선보인 뒤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고 성공을 

유지하기 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랫폼으로 

진화하는 면에서 더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K-corp A-corp

Mean 10.466 12.067 

Variance 6.692 12.095 

No. of Obs 104 104

Mean difference 0

degree of freedom 190

T value -3.765 

P(T<=t) one-tailed test 0.000 

t critical value (one-tailed test) 1.653 

P(T<=t) two-tailed test 0.000 

t critical value (two-tailed test) 1.973 　

*P(T<=t) 0.000 < 0.05

<Table 8> The ability to change and develop

   
5. 결과 분석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1 조사 결과 분석의 요약   

랫폼비즈니스의 성공요소에 한 한국 기업의 경쟁

력을 미국 기업과 비교한 결과, 삼성페이를 제외한 모든 

랫폼비즈니스 경쟁력이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비용 감 효과

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요소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우 에 있는 것으로 분석 다.  비록 통계  유의성을 

찾기 어렵지만 비용 감 효과 역시 평균값은 미국 기업

이 한국 기업보다 더 높아 랫폼비즈니스의 6가지 성공

요소에서 미국 기업이 모두 앞서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랫폼 6개 성공 

요소에 한 각각의 경쟁력 지수를 5  척도로 산정해, 

한국과 미국의 랫폼비즈니스의 경쟁력을 비교하 다 

(<Table  9> 참조). 

그 결과 한국 랫폼비즈니스는 특히 끊임없이 변화

하고 진화하는 역량(3.07)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

다.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3.22)하고 참여자들에게 직

 인 경제  이득을 주는 비용 감 효과(3.20)에서 경

쟁력이 떨어졌다.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니즈를 읽어 새

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역량과 네트워크효과에서도 

미국 랫폼비즈니스와의 경쟁력 격차를 보 다. 특히 

미국 랫폼비즈니스는 랫폼을 창조한 자신은 물론 고

객, 개  유통기업, 공 자를 아우르는 네트워크효과

에서 가장 큰 우 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다. ICT종

사들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방사형 그림으로 그리면 

[Fig.1]과 같다.

K-corp 6 Success Factors A-corp

3.35 platform creativity 3.62

3.27 ability of new value creation 3.65

3.2 effects of cost reduction 3.42

3.35 effects of networking 3.72

3.22 ability to build new ecosystems 3.62

3.07 ability to change and develop 3.55

<Table 9> Summery of analyzing result 

1. platform creativity

2. The ability of new value 

creation

3. The effects of cost reduction 

4. The effects of networking 

5. The ability to build new 

ecosystems

6. The ability to change and 

develop

*Inside-line: K-corp, 

Outside-line: A-corp 

[Fig. 1] Summery of analyzing result 1)

1) 기준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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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정책적 시사점 

랫폼비지니스의 성공요소에 한 경쟁력 비교 분석

에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 뒤지는 원인에 해 문가들

은 기업자체의 략부재, 사회문화 인 배경, 법규  정

책 인 지원 부족 등의 요인을 지 했다.

먼  기업 략의 부재이다. 기업들은 내수시장이 작

은 만큼 처음부터 로벌시장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로벌 마인드와 역량, 네트워크의 부족 등으로 내수시

장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로벌 무 에서의 성공

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12,13].

둘째, 국내 랫폼비즈니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

으로 공생 보다는 경쟁 주로 짜여진 사회 문화 인 배

경도 지 다[14].  사회에 만연한 갑을 문화는 랫

폼비즈니스의 출 과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 이다[15]. 특히 수평 인 참여자들이 만드

는 공동의 생태계라는 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갑을문화를 청산하고 공생 문

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 하다는 지 이 제기 다[16].

셋째, 국내에는 미국보다 랫폼비지니스의 성장을 가

로막는 정부의 규제 장벽은 높고 정책 인 지원은 부족

한 것으로 지 다. 문가들은 가장 커다란 장애물로 

허용되는 사안만을 입법한 포지티 (positive) 방식의 법

체계를 지목했다[17]. 새로운 비즈니스가 출 할 때 미국

처럼 지하는 사항만 입법한 네거티 (negative) 방식

의 법체계가 훨씬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와 달리 법체계 안에서 허용되는 사항만 별도로 규정해 

놓은 포지티  방식의 행 법체계는 신 인 기술을 

앞세운 랫폼비지니스의 자유로운 출 을 가로막는 요

인이 될 수 있다는 지 이다[18]. 이처럼 로벌 경쟁력

을 갖춘 랫폼비지니스가 출 하기 해서는 기업 자체

의 략은 물론 사회 인 문화 변화, 정부의 법과 제도의 

개선과 정책 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본 연구는 ICT 종사자 104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내와 로벌 랫폼비지니스의 6개 성공요소에 

한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 다. 그 결과 국내 랫폼비

지니스는 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쟁자들에 비해 랫폼 

창조, 새로운 가치창출 역량과 비용 감, 네트워크 구축 

효과, 새로운 생태계 조성과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

는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 본 연구에

서는 국내 랫폼비지니스가 로벌 수 의 경쟁력을 확

보하기 해서는 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시장 략 수

립, 갑을문화의 청산과 공생 계 구축, 규제 심인 법과 

제도의 개선 등을 정책  시사 으로 제시하 다.    본 

연구는 국내 랫폼비지니스의 로벌 경쟁력 수 을 

악하고, 경쟁력 보완 방안을 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특히 ICT 종사자를 상으로 랫폼비즈니스 성공

요소에 한 경쟁력을 계량 으로 측정한 만큼 앞으로 

기업 자체의 경쟁력 향상 방안은 물론 랫폼비지니스의 

경쟁력 향상을 한 략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국내 랫폼비지니스의 경쟁력을 가로막

는 법과 제도의 문제를 지 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특히 최근 ICT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랫폼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내 랫폼비지니스

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하고 법제도를 운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 

본 연구에서 랫폼비지니스의 경쟁력을 평가하면서 

비즈니스 유형을 5개로 한정한 것은 연구의 한계로 지목

될 수 있다. 비즈니스 유형을 더 확장하고, 경쟁력 평가방

법을 설문조사가 아닌, 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보

다 실효성있는 경쟁력 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다. 재까지의 랫폼비지니스에 한 연구가 주로 

정성  평가 방식으로 이 지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에

서 경쟁력에 한 정량  평가를 시도한 것처럼, 해당 기

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경쟁력 연구가 진행된다면 국내 

랫폼비지니스의 발 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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