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한밤중에도나를벌떡일어나게하는하나의상념
이있다.  그상념은인터넷의파워를이용할줄아는몇

명의 똑똑한 젊은이들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은행 업
이나금융규제에대해아무것도모르지만상품과서비
스를 직접 고객에게 전달하는 인터넷의 파워를 이해하
고상품공급원과협상할줄안다.  즉이들은상품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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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또는이비즈니스는정보통신기술에의한비즈니스모델의혁신을지칭하는말이다.  본논문은정보통
신기술과기업의혁신과의관계를개괄하여논의하였다.  먼저 정보통신기술이어떻게기업에게혁신의압력을증대
함과더불어혁신이용이한경제환경을조성하고있는지를거시경제적관점에서정리하여보았다. 정보기술은 (1)시
장의자금공급을획기적으로증대하여금융비용을낮추고 (2) 세계화의촉진이글로벌경쟁을불러왔으며이는급격
한혁신의압력으로작용하고 (3) 정보의대중화를통한투명성의확대와소비자권력의증대또한기업혁신의직접
적인 압력을 증대시키며 (4) 정보 투명화는 사전적 규제의 제거를 가능하게하여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5) 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와 노동시장의 질적변화를 통한 혁신의 촉진 등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논의하였다. Evans와
Wurster의관점을차용하여인터넷을기업의상품/서비스채널로서기존의채널과어떻게다른가를설명하고정보윤
택성의증가, 고객도달성의글로벌확대, 가상공간의특징, 소비자와의상호작용의증대등을활용하여기업들이비
즈니스모델의혁신을어떻게성공하고있는지를논의하였다.

주제어: 정보기술, IT, 신경제, 혁신, 비즈니스모델

eCommerce or eBusiness refers to innovations in business model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is essay discusses how ICT enables such innovations. For this end, first we investigate how
macro business environment has been transformed into one where pressure for business innovation has been
inflated and become easier. We list the following five major changes in macroeconomic system by ICT: (1)
increase of money (capital) supply, (2) globalization and competition across nations’boundaries, (3)
democratization of information access and empowering customers, (4) increasesd transparency and less
regulations, and (5) fundamental changes in labor market.  Secondly, we illustrate business model innovations
directly from microeconomic perspective. This explanation is based on model of distribution channel by Evans
and Wurster who see the Internet as a radically unique channel. Successful cases illustrate that information
richness, customer reach, more interactivity, virtualness of inventory and business processes are main ingredients
to business model innovation brought by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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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증가를동반하고있다는사실이다.  그림 2는산업
혁명을 이전에서 오늘날까지 전세계의 일인당 GDP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가
진 것’없이 살다가 갑자기 일인당 평균적으로 $7000
상당의 부를 소유한 경제적 동물로 한 순간에 거듭 난
것이다.  또한그놀라운변화의변곡점은기껏백수십
년전에시작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물론 이러한 급격한 경제 시스템의 변화는 오랜 세
월의 경제적 경험과 기술진보가 누적된 결과이겠지만
이렇게부가획기적으로축적된것은비교적최근의일
이고정보통신기술은그부의축적의과정에서가장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3]에 의하면 1944년에 IBM Mark I
컴퓨터는 초당 3건의 명령어를 수행하는 속도를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MIPS(Millions Instructions Per
Second: 초당 백만 명령어의처리능력)을 구사하기위
한 비용이 당시의 약 732,681 사람의 평생의
(Lifetimes)의 인건비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1997년
의 1 MIPS 컴퓨팅파워를내기위한비용은단지 27분
의 인건비만을 지불하면 된다.  통신비도 1997년의 통
화료는 1915에 비해 0.04%에 지나지않는다. 즉 정보
및통신의급격한가격하락은이기술을대중의손에쥐
어주게되었고많은사용자들은이제정보통신기술을
별도의기술로인식하지않게되었다.  저렴한정보통신
기기의 대중화는 정보 접근의 대중화와 일상화를 불러
왔다.  이러한 정보 접근의 대중화와 일상화가 가져온
변화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넓고 깊

비스를 결합해서 전국에 공급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상황이가속화된다면언젠가는은행, 보험사와증
권사는 모두 일반 상품 서비스 공급자로 전락할 것이
다.”(John B. McCoy, President and CEO of Bank
One, 시카고연방준비은행연설에서) 

위의 인용구는 90년대 후반에 불어 닥친 e-비즈니
스의열풍을관찰하며정보통신기술이금융산업에미
칠영향에대하여언급하였는데본논문의논제인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예언하
고있다.  우리가살고있는시대가산업사회에서정보
화사회로근원적인질적전환하고있다는주장은인터
넷이라는 요즈음 일반화한 글로벌 컴퓨터 통신망이 대
중화하기 이전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정보 통
신 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이 인류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90
년대중반에인터넷이웹기술과결합할때까지만해도
누구도예상하지못한광범위하고심대한것이다.

현재 인류는 기술(Technology)적인 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특별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림
1은인류가수렵생활을버리고농업혁명을시작한이후
로 지금까지 지구상 총인구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
프이다.  지구 상의인구가 2차 농업혁명과산업혁명을
기화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3백년
전만거슬러가도전인류의수는수억을넘지못했으며
2백년 사이에 60억이 넘는 수로 증가하였다.  더 놀라
운 사실은인구폭발과더불어부(富)도 같은 기하급수

68 Telecommunications Review·제18권1호·2008년2월

그림 1.  인구변화와기술진보(출처: Fogel,[4])



II. 이론적배경: 신경제와혁신의정의

1.  신경제론

본연구에서“신경제”란기업과기업이활동하는공
간이 정보통신기술 또는 디지털 기술을 채택한 현상으
로 정의한다.  1999년 미국연방 통화위원장 Alan
Greenspan[13]은“우리가 정보기술이라고 칭하는 최
신의혁신(innovation)은 5년전에조차도예견할수없
었던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과 가치를 창출하
는방법을바꾸기시작했다”며 e-비즈니스의경제시스
템에 대한 변혁에 놀라워하였다.  미국 경제는 80년대
를거치면서저성장과높은실업률, 막대한재정적자의
악순환에빠져들었다. 때마침 오는높은생산성을기반
으로하여 승승장구하며 세계 시장을 석권해 일본의 경
제와대비하여매우심각한위기의식에빠져들었다.  하
지만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현상은 급격하게 역
전되었다.  미국의 재정 적자폭은 급속히 축소되어
Clinton 대통령의 집권 말기에는 막대한 재정 흑자로
전환되었으며고성장에도불구하고금리는낮게유지되
었다.  또한 미국에 대한 외국의 투자는 확대되고 무역
장벽은전세계적을낮아지는추세에있는등거시경제
환경이 매우 안정적으로 전환되었다.  신경제론자들은
정보기술의 발달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경기 순환(Business Cycle)을 제거하였기에 장기적인
경제팽창이계속되고있다고주장하였다.  경기순환이
사라졌다’또는‘경제의 근본 규칙이 송두리째 바뀌었
다’는 등의 신경제가설은 매우 과장된 면이 있지만 많
은전문가들은인터넷의성장에힘입은정보기술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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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것이고아직도진행중이기때문에그사회적경제적
파장을가늠하기가아직은때이른감이있다. 

한예로, 오늘날어린학생중일부는온라인게임을
통해 온라인 아이템’을 벌고 있는데 이 사이버상에서
생산된가상상품은온라인시장에서게이머들이소유하
고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이 되기도 하고 또한 서비스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를 통하여 그들은 월 수십만 원을
쉽게 벌 수 있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의 사이버
생산은 정말로 부의 창출하는 것인가? 또한 이들이 생
산하는 부는 제조업이 중심이던 산업화 시대의 어떻게
다른가? 또다른예로, 전세계에는 17억개이상의휴대
폰이있고이들이컴퓨터망으로연결되어있다.  이 것
은 단순 유행소비인가 아니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사회
기반기술인가?

본연구는학술에세이로서 ICT로인하여기업들이
어떻게자신들의비즈니스모델을혁신적으로발전시켰
는지를 주로 경제학적 관점과 비즈니스 모델혁신의 성
공사례를바탕으로고찰하고자한다.  그를위해 II장에
서는디지털기술이기업들의비즈니스하는방식및가
치 창출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가에 대하여
고찰하며그로인하여형성된디지털기업및신경제에
대하여, 또한디지털기술에의한비즈니스혁신에대하
여 정의한다.  III장에서는 IT가 어떻게 경제환경을 변화
시키고 있으며 그 변화들이 왜 기업들에게 보다 좋은 혁
신의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지를 거시적인 입장에서 살펴
본다.  IV장에서는 IT로인해변화된기업환경속에서기
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혁신시키고 있는지를 미
시적인관점에서고찰한다.  마지막으로V장에서는본연
구의제한점및향후연구방향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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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류일인당GDP 변화(출처: Beinhocke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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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예상외로건강한경제를창출하는데공헌하였다는
데일치된의견을제시하고있다[1].  건강한경제란혁
신이매우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에대해Greenspan은“우리나라는근년에없었던높
은생산성향상을경험하고있다.  컴퓨팅파워, 통신및
정보기술의극적인향상이이러한바람직한추세의주
요원인인것으로보인다”라고다시증언하였다[6].

하지만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 없는
성장이라는 현상이 결국은 기업들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의 노력 때문이라는 신경제의 부정
적인 면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기업
의입장에서보면디지털기술로인하여비즈니스프로
세스및경영을혁신한결과로해석할수있다. 

2.  디지털기업

일반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의 구성요소를 네가지
로분류한다:  상품/서비스, 업무프로세스, 의사결정자
(Agents), 그리고 사업의 공간(Space). 디지털 기술은
이 네가지 요소에 있어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디지털기업은기업의가치창출을극대화하기위해기
업의활동요소인상품/서비스, 업무프로세스, 의사결
정에전트, 그리고 공간의일부를디지털화하는것으로
정의할수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품/서비스면에서 디지털
기술은많은디지털상품및서비스를가능하게하였다.
이제웹상에서많은기업들은정보, MP3 음악, 디지털
영화, 정보, 소프트웨어등디지털상품을판매한다.  둘
째, 업무 프로세스면에서살펴보면기존에는정보통신
기술이 주로 기업의 내부 관리나, 후방 지원 업무
(Back-end Process)에 제한되어 사용되었던 반면에
새로운 정보 통신 환경은 영업과 고객 관리 등 전방 업
무(Front-end Processes)까지도 디지털화되어 기업의
가치 사슬 (Value Chain) 전체가 디지털로 연결되게
하였다.  이러한 디지털 프로세스는 IT를 통한 자동화
로노동요소를대체한다.  셋째, 의사결정자측면에서는
아직 그 활용은 미비하지만 의사 결정 에전트 중 전부
또는일부가디지털화되었다.  예를들어주식거래의프
로그램에서 사람의 개입없이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소프트웨어에전트가주식의거래를시도한다.  유사하
게 소비자의 온라인 경매를 대신 수행하는 자동대리입
찰자(Proxy bidder)나 쇼핑을 도와주는 Shopping
agent 등은부분적으로인간를대신하여의사결정을하
고그에따른상거래를수행한다.  마지막으로기업들은
비즈니스가이루어지는공간(Space)에 대한 막대한투
자를 해왔다. 제조업의 경우, 공장 그리고 유통망에 대
한투자는흔히재무제표상의고정자산이상의막대한
투자를요구한다.  예를들어광고나Brand를제고시키
기 위한 노력 등은 바로 한 기업이 활동하는 공간을 알
리고 소비자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사회적으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만나고재화와서비스가교환되는시장이라는
공간도 비즈니스의 사회적 기반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기업은이러한비즈니스의중요한요소인공간을
실제의 물리적 공간에서 가상 공간으로 부분적으로 대
체가능하게되었다.  90년대 후반부터불어닥친닷컴
(Dot.com)의 열풍은 바로 이런 가상 공간에서의 비즈
니스의잠재력에대한기대와탐색의결과이다. 

3.  혁신(Innovation)과비즈니스모델

혁신의사전적의미는“새로운것도입하는행위나프
로세스”등으로매우광범위하게정의될수있다[18].  하
지만본논문의주제에따라우리는신숨페테리안경제학
(Neo-Schumpeterian Economic)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경제학적 관점의 혁신의 정의에 따른다.  Schumpeter
는 혁신을새로운상품의도입, 새로운 생산방법의도입,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의 도입, 전에 사용되지 않았
던 원료나 완제품의 활용, 또는 산업에서의 새로운 조직
(독점적지위의형성또는기존독점적지위의파괴)로정
의하였다[11],[22].  우리는 모든 새로운 시도를 혁신이
라고부르지는않는다.  또한 많은새로운시도들이시장
에서실패한다. New Institutional Economics의 관점
에서는 기업이 참여자들에게서 선택되기 위해서는 그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다른 대안들의 거래비
용보다낮아야하므로혁신은경제시스템을네트웍으로
볼 때, 망(network)의 구성 요소(Node)인 경제행위자
들 사이의 거래비용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경제망
상의 새로운 요소이다.라고 정의 될 수 있다[2].  따라
서본논문에서혁신이란경제주체간거래비용을획기
적으로변화시키는요소의도입으로정의한다. 

이러한 혁신의 개념을 본 연구의 주제인 비즈니스
모델혁신으로확장시킬수있다.  일반적으로비즈니스
모델은 세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9].  즉 고객가치제
안(Value Proposition), 상품/서비스, 그리고 목표 고
객이다.  따라서비즈니스모델의혁신이란고객가치제
안의 획기적인 변화, 새로운 상품/서비스 또는 새로운
목표고객의확보등을달성할때우리는비즈니스모델
의혁신이라고정의한다. 

다음은 신경제에서는 왜 혁신이 가속화되고 기업들
이비즈니스를혁신하게되는이유를살펴보고자한다.
III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왜 정보
통신기술이 기업들의 혁신을 유도하는지를 설명한다.
IV장에서는 미시적으로 IT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지를순차적으로논의한다. 

III. IT와혁신중심의거시경제환경

위에서제시한비즈니스모델의혁신은물론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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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업의성공을위한노력을뜻한다.  기업들은왜끊
임없이혁신을위해노력하는이유는기업들이처한시
장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우리는 기업의 비
즈니스모델혁신의이유와유형을설명하기앞서정보
통신기술이 어떻게 혁신의 압력을 증가시켰으며 또한
혁신을더용이하게하는환경을제공하고있는지를살
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혁신의 관점에서
기업이 존재하는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델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1.  간단한자본주의모형

세상의 부는 매우 불균형적으로 편재되어 있다. 시
장경제 또는 자본주의가 이런 편재를 조장하고있다는
점에이의를달기에는역사가너무도분명한증언을하
고있다.  그렇다면자본주의눈어떤사회에서는잘작
동하고 어떤 사회에서는 작동되지 않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시장경제가작동하여부가확대재생산하는과정
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Hernando De Soto는매우간결하고설득력있는대답
을 제시하고 있다[14].  Soto가 이해하는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그림으로그리면그림3과같다. 

먼저 어느 사회의 구성원이든 노동을 통해서 자산
(asset)을 만들어 간다. 예를 들어 집이라는 자산을 가
난한 나라 사람들은 흙벽돌을 굽고 진흙을 발라가면서
집을 짓는다.  이 토담집이든 또는 월급을 받아서 부금
을부어아파트들사든우리는노동으로자산을형성해
간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자산이 법률적으로
소유권한이분명하게주어진다.  이러한소유권을바탕
으로우리는한구성원의자산의가치를집계하고이를
근거로(담보를하든신용으로하든) 구성원은금융회사
를 통해 자산을 산업 자본(Capital)화할 수가 있다. 예
를들어고가아파트를담보로저리의대출을받아새로

운사업을할수가있다.  이러한사업을통해일자리가
생기고 돈이 더 벌리면 이 돈은 또한 금융회사를 통해
불려지고더큰자산으로환원된다. 이러한환원이반복
됨으로써사회에는일자리와부가확대재생산된다.  이
간결한순환구조, 즉노동력을통하여형성된자산이산
업자본화하고 이 자본이 다시 더 큰 자산이 되고, 다시
더큰산업자본이되는순환의흐름이원활한사회가있
는가하면이흐름이매우더디거나막혀버린사회가있
다.  후자에 속하는 사회는 전자에 속하는 사회에 비해
위의설명한순환과정에많은장애요인이존재하는경
제계를말한다. 

대표적인 장애요인은 법률체계와 행정체계의 미비
를들수있다. 자산의법적권리가불분명하거나법적권
리를취득하는데많은시일과비용이드는사회가있다.
한예로우리나라산업화초기에많은소위산동네의집
들은 노동력을 투여하여 지었지만 법적 소유권이 인정
되지않는자산이었다.  그러한자산은시장에서의거래
나 위에 설명한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프로세스에서
많은제약을받거나극단적으로는거래대상에서제외되
어부의확대재생산의순환구조에편입되지못하여사
회의 부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한다.  또한 법적 자산권
이확보되었더라도자산의가치에불확실성과불투명성
이존재하면금융회사나자본시장에서자본으로의전환
이순조롭지못하다.  한국의기업들이장부상의가치에
비해 주식시장에서의 시장 가치가 낮아온 이유는 지정
학적 이유로 인한 미래가치의 불확실성과 회계의 불투
명성으로 인해 실질가치의 판단이 어려운 이유가 있었
을 것이다.  다른 장애 요인, 특히 최근에 가장 중요시
되는장애요인은신용불량이다.  신용이란약속을지키
는 윤리의 척도이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에 대한
평가가어렵다면자본시장은효율적으로작동하지않는
다.  사회 구성원들의 신용을 지키도록 하는 사회의 문
화적가치관은일시에형성되지않는사회적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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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본주의부의축적프로세스와장애요인

자산의가치불확실성
재산권의미확립
규제, 신용불량



72 Telecommunications Review·제18권1호·2008년2월

구성원들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방대한
양의 정보 축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신용의 평가기
술은선진사회와후진사회를가르는기준이된다해도
과언이아닐것이다. 

한편, 자본이주어지더라도새로운생산활동을하려
고 할 때 규제가 많으면 투자가 활발할 수가 없다.  즉
정부의효율성이투자로의이행을촉진하거나지연시킨
다고할수있다.  사업이시작되면부의확대결과는생
산성에좌우된다.  그렇게번돈이다시부의확대재생
산에얼마나투자될수있느냐는사회가자본가에게얼
머나적절한동기부여를하고있느냐로귀결된다. 한예
로세금과같이사회적부의분배시스템을들수있다.
자본주의는생산활동의과실을경영자와주주에게많이
배분하여가장생산성이높은사람들이부의경영을계
속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체제이다.  하지만 세금은 생
산활동의과실이누구손으로넘어가느냐가인위적으로
결정한다. 

2.  정보통신기술과혁신압력과촉진

그렇다면 이제 이 간단한 자본주의 경제 모형을 기
준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어떻게 부의 확대 재생산의 선
순환구조에영향을주고있으며이것들이어떻게기업
의혁신의압력또는혁신의촉진제역할을하는지를살
펴보자.  우리는크게정보통신기술이 (1) 시장의자금
공급을 촉진하여 금융비용을 낮추어 기업의 혁신을 촉
진하고 있는 현상 (2) 세계화의 촉진이 글로벌 경쟁을
불러왔으며 이는 급격한 혁신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
는점 (3) 정보의 대중화를통한투명성의확대와소비
자권력의증대또한기업혁신의압력으로작용하고있
고 (4) 정보 투명화는 규제 감소로 인한 경쟁의 압력
(5) 산업의서비스화(servitization)와노동시장의질적
변화를통한혁신의촉진등다섯가지의대표적변화를
논의하고자한다. 

2.1.  IT를통한파생상품과증권화(Securitization)를
통한자금의공급과잉출현

앞절에서정리한자본주의의메커니즘이잘작동하
려면금융시장이융자를적절하게해줄수있는자금이
있어야 한다.  Friedman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동인을설명하면서‘금융의민주화’를들고있다.  대표
적인 예가 미국에서 시작된 주택 대출금(Mortgage
Loan)의 증권화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 투자은행들
이 일반적인 상업은행이나 여러 형태의 주택자금 융자
회사들로부터 주택대출 채권을 사들여서 이를 1000달
러짜리 소액 채권으로 나누어 일반인들에게 팔기 시작
하였다.  이로써 일반인들에게 전에는 투자 할 수 없었
던새로운투자기회를제공하게되었다.  이 경우증권
화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적 대출 자금을

담보로하여증권형태로발행하는금융의혁신을말한
다.  이 혁신으로 인하여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등장
하게되었고이는자금시장의자금을획기적으로확대
하였다. 

이처럼 금융 자산의 증가 추이는 투자나, 국민총생
산 및 무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금
융영역의 특수한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고정자본은 1980년
에서 1992년 사이에2.3% 증가한 반면 금융자산의 잔
고는 6% 이상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서부터 1990
년대전반까지진행된금융시장의놀랄만한성장배경
에는증권화가있다.  그영향은그야말로심대하다.  먼
저 자금 시장의 투자 자금의 확충에 의한 공급 과잉은
금융 시장의 역학 관계를 소비자 우위 시장(Buyer’s
Market)으로바꾸어놓았다.  대출금리의계속적인하
락과 예대 마진의 축소는 이러한 현상의 결과이다.  이
러한 파생상품의 원활한 거래는 정보통신 기술이 없이
는거의불가능하다. 특히국경없는자본의이동은특히
정보통신기술의결과이다.  이는최근전세계적인저금
리현상으로표출되고있어서기업들은새로운혁신아
이디어가 있으면 자금의 조달이 용이한 환경을 누리게
되었다. 

2.2.  세계화와경쟁

정보통신에기반하는디지털경제가가져온커다란
변화는세계화의가속화이다.  거리의 소멸이라고표현
되듯이인터넷은국경없는정보교환의시대를만들었
다. 실시간정보의자유로운흐름은자유무역의획기적
증대 뿐만 아니라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까지도 동반하
였다. 세계어디에서나수익성이높은투자처를찾아자
유롭게돈이이동하는세상이온것이다. 이는정보통신
기술로 인하여 전세계 금융 거래가 실시간으로 가능해
짐으로써이루어진현상이다. 

금융은 여타 경제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경향이 있
다.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맛본 개미 투자자들은 자본이
자유롭게국경을넘어이동하며사적이익이국가적이
익에우선하는새로운질서를형성하게하는것이금융
의 세계화이다.  이들은 자신의 투자 이익의 확보를 위
해 금융의 자율화라는 새로운 금융 질서를 형성하고자
집단적인압력을행사하였다.  따라서탈냉전과더불어
통화제도와금융시장의자유화, 탈규제화를촉진하게
되었다.  해외 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투기적 자
본의 급격한 이동으로 인한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기도
하지만직접금융시장의확대로인하여상습적인투자
자본의부족에시달리던저개발또는개발도상국가에
자금이 유입이 보다 원활하여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
만있으면금융비용이적은자금의공급이가능해졌다.
벤처 열풍은그러한추세의반영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투자 환경의 전개는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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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는기업에는매우고무적인환경변화라고볼수
있다.  

이상에서보듯정보통신기술은자본의유동성을크
게 증가시켰고 그 흐름 또한 매우 빠르게 증가시켰다.
따라서 돈의 시장 가격(이자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며전세계적으로금리는매우안정적으로수렴하고
있다.  두자리 숫자의 경제 성장이 계속되는 개발 도상
국인중국의금리가우리나라보다낮다는것은해외자
금의 유입으로 인하여 후진국이거나 개발도상국마저도
투자수익율이보장되는환경만조성된다면자금이넘처
난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는개발도상국에서흔히
관찰되던고금리의자본비용의굴레로부터자유로운신
경제가세계적으로도래함을의미한다. 

이와같이정보통신의발달로가속화된세계화추세
는 기업 경영에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자유로운 해외 투자로 인해서 다국적 기
업의내수시장진출로새로운매우강력한경쟁자의출
현에직면한다.  경쟁이야말로혁신의가장강력한유인
책은너무다자명하다. 글로벌 경쟁이기업혁신의가장
큰동인이다.

자본의자유로운이동의결과는기업의소유권의자
유로운국제적이동을의미한다.  그에따라기업활동의
글로벌화를촉진한다.  자유무역은기업에게생존을위
한 끊이없는 경쟁을 의미한다.  이는 혁신에 무한 압력
으로작용하고있음은긴설명이필요없다. 

2.3.  정보의대중화와소비자권력의증대

가상공간에서의 비즈니스는 여러모로 시장에서 고
객의 대 기업 교섭력을 강화시켜왔다.  먼저 보다 많은
자유로운정보의흐름은기업에대한고객들의정보비
대칭성에서오는불리함을완화시킨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무장된 고객들은 기업의 정보 통제력에
서 탈출하여 보다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게 된다.  인
터넷은정보를수집, 공급하는정보중개업자들을대거
탄생시켰다.  가격비교사이트와소비자의값싼구매를
도와주는 shopbot 등의 기술이소비자에게광범위하게
제공되고있다.  가격과품질비교가용이해지고사이버
시장에서한상점에서다른상점으로의이동은클릭한
번으로가능하기때문에기업들은보다심각한가격경
쟁을 겪어야 한다.  반면에 쌍방향의 의사소통 채널과
다양한커뮤니티의형성으로인하여소비자들은그들의
불만을쉽게전파할수있는수단으로무장하게되었다. 

소비자는이제인터넷이라는가상공간을통해무제한
의정보를취득할뿐만아니라대기업을상대로자신의목
소리를내고시간공간의제약을넘어서소비자들을조직
화하여 기업에 대항할 수단을 얻기 시작했다. Freedman
은이“정보취득의대중화”야말로세계화의한초석이라
고 말한다.  이러한 소비자 권력의 증대가 기업의 계속적
인원가절감과서비스혁신을강요하게된다[16]. 

2.4.  정보투명화와규제감소

정보통신기술은우리사회의투명성을급격하게향
상시키고있다. 정보화로인하여기업은선택의여지없
이많은거래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밖에없게되었는
데전자적인거래는회계의투명성을불러온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효율적인 여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
업은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본시장의선택을받은기업은낮은비용의금융이가
능하기때문에그렇지못한기업의비해경쟁력을상실
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의 신용에 대한 금융기업의 평
가가정확하게이루어질수있을때효율적인자본의분
배가가능하다.

정보기술은 기업의 투명성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
다.  정보기술은소비자의투명성을또한강제한다.  신용
카드의 사용확대, 전자 상거래의 확대 등은 소비자의 소
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기업의 손과 정부에 넘
겨짐을 의미한다.  신용정보가 축적되는 사회는 사회적
자본이축적되어사회전체의불신의비용을감소시킨다. 

자본주의 프로세스에서 규제가 돈의 흐름을 저해한
다는것이앞에서설명되었다.  그렇다면규제는궁극적
으로는왜존재하게되는가? 물론관료들의관료주의라
는도덕적해이의결과도있을것이다.  하지만많은규
제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아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다.  즉이탈의결과를예방하는차원에서탄생한다.  만
약에사후에이탈의행위를적발하기쉽고이반사회적
행위의발생가능성을쉽게적발할수있다면사전적으
로 무차별적인 규제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보통신
기술은 필연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활동의 전자적 흔적
과정보의축적을가져온다.  즉일탈적행위에대한사
후발견이쉽고진행과정의모니터링이용이해진다.  따
라서 사전적이고 무차별적 규제의 정당성을 감소시킨
다.  규제는 종종이해집단의시장방어수단으로악용되
어 왔다.  규제의 해체는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게한는것을의미한다. 정보기술은이점에서혁
신의기반을강화한다. 

2.5.  산업의서비스화와노동시장의변화

또 하나의 정보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기술이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다.  정보기술은 한 경제를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전을
촉진한다. 지식기반 경제란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서
비스업으로의전환을의미한다.  이미 선진국에서서비
스산업의비중은 70%를 능가하고있다.  멕킨지의연
구자인 William W. Lewis는 90년대 글로벌 경제에서
압도적으로 보이던 일본이 끝내 미국을 초월하지 못하
고장기불황에빠진일본을설명하면서일본의낙후된
서비스생산성을그원인으로거론하고있다[20]. 

서비스 산업의 비중확대는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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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초래하는데그중대표적인것이노동시장의변
화이다.  그중가장눈에띄는변화는여성노동력의증
가다.  일반적으로여성노동력의비중이증가하는것은
그나라의경제에서차지하는서비스업의비중과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즉 서비스 비중이 높은 경제
일수록 여성의 경제참여가 확대되어 양성의 경제적 평
등을가져온다.  우리나라도이러한추세가급격해지고
있음을 많은 통계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선
진국의예를보아서도그추세는가속화할것으로예상

된다.  그것은서비스업이정보산업즉지식산업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정보나 지식을 다루는데에서 성별차이
가일차또는이차산업에보다는훨씬적어서여성의경
제활동참여의장벽이급격히낮아진다.  그림 4는선진
국에서 전체 노동자 중 정보/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정보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급격하게 근육사용을 주로하는‘생산노동자’의 비
중이 감소하는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는
1980년과 2000년에서 고용시장의 남녀 고용의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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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여성의
고용비율이남성에접근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정보기
술은 산업의 서비스화를 가속하고 자동화 기기의 조작
은 생산성에서 성차이를 소멸시켜간다.  그럼으로해서
기업들은보다질좋은경쟁적노동시장을활용하여생
산성을높여가는것을볼수있다. 

IV. 정보통신기술과비즈니스모델혁신

지금까지 정보통신 기술이 기업의 환경을 보다 혁신
지향적으로변화시키고있는현상을살펴보았다.  기업들
은그러한기업환경하에서나름대로비즈니스모델을혁
신시키며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기업의 성장 전략으로
서의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의 중요성은 학술적으로나 경
영현장에서나 잘 확인되고 있다[17],[19].  IV장에서는
기업이비즈니스모델혁신을통하여어떻게새로운고객
에대한접근, 그리고새로운가치제안을가져올수있는
지를미시경제학적인관점에서살펴보고자한다. 

1.  기업의사업채널로서의IT

인터넷의 역할은 상품의 차이가 아니라 그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의 다양성에 있다는 점은 인터넷이 상품
과 서비스의 유통채널로서의 눈부신 역할을 말하고 있
다[7].  새로운 유통채널(또는 시장매카니즘)으로서의
인터넷이 어떠한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가져오

는지를살펴보기위해이새로운채널의특성을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6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채널을
두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두 차원은 한 채널이
갖는정보의윤택성(Information Richness) 그리고정
보의 고객도달 비용(Customer Reach)이다[6].  정보
윤택성이란고객이구매을하도록설득할수있는능력
을말한다.  다른차원은하나의그채널을통해서구매
가 이루어질 때 드는 비용을 뜻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통적인 채널들에서는 이 두차원간에 충돌이 발생한
다. 예를들면영업사원은매우풍부한정보를고객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나 비용이 높아서 그 고객 도달성에
한계가 있다.  반면 TV 광고는 같은 비용으로 많은 고
객에게도달할수있으나이는일방적이고획일적인일
방향채널로서설득력에한계를갖고있다.  

Evans와 Wurster[15]에 의하면인터넷은이두차
원의 충돌이 해소된 새로운 채널이라는 특성이 있다.
즉 인터넷은낮은비용으로도많은고객에게도달할수
있으며 또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이다.  이점에서 이 새로운 채널은 기존의
채널과확연히구분된다. 인터넷이낮은비용으로정보
윤택성이높은이유는다양하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 가능하여 고객과의 일대일 맞춤형의 대응이 가능하
고, 지면이나 시간의 제약이 없어서 전달할 수 있는 정
보량에 제한이 적다.  또한 사이버상의 정보는 제 삼자
에의해검증이가능하다. 따라서판매자일방의왜곡된
정보를쉽사리진위를판단할수있다.  이런이유로고
객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도달성에 있어서도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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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나신문등의판매채널을능가할수있다.  인터넷채
널이고객에도달비용이싼것은시공간의제약이없다
는점, 고객이먼저접근을시도하는채널이라는점, 인
터넷의백본채널이무료라는점등의특성에기인한다.
닷컴들이 시도한 많은 새로운 시장 매카니즘들은 기존
의 경제학적 관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고객에게 새롭고
높은 가치를 제공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는이런인터넷채널의특성을활
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혁신의 결과로 이루어진
비즈니스모델들의구체적인유형은다음과같다.

2.  IT의특성을매개로한비즈니스모델의혁신

2.1.  정보윤택성을활용한비즈니스모델혁신

기존의전통적인채널의특징은정보가채널과연동
되어숨겨있다는것이다.  소비자들은물건을구입하고
자할때먼저채널을결정해야했다.  예를 들어한여
성이 옷을 사고자 할 때 그녀는 우선 자신이 유명 백화
점으로 갈지, 아니면 동대문으로 갈지 먼저 결정을 한
다.  즉 특정한채널과특정상품의가격과품질이서로
결합되어 있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 비해 정
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에 의한정보우
위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서 초과 이윤을 추구할 여지
가 있다. 이러한 유리한 위치를 지키기 위해 특정 상품
에 있어서는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지극히 제한하는
전략을구사한다.  인터넷의닷컴들은이러한전략을파
괴하여소비자를가로챈다.  예를들어인터넷상으로다
이아몬드 반지를 판매하는 보석상인 BlueNile.com은
소비자에게 다이아몬드의 구매 결정을 위한 상세한 정
보를제공한다.  이러한정보는지금까지오프라인의보
석상들에 의해 제공된 적이 없다.  품질을 판단할 지식
이 없는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다이아몬드를 일상
재화하고 중간 마진을 축소함으로써 오프라인의 경쟁자
들의 정보비대칭성에 의한 고가 전략을 공략하였다.  결
과적으로 이 온라인 회사는 경쟁채널에 비해 다이몬드를
반값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혁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끝내산업의구조를위협하게되었다[10].

2.2.  채널도달성을활용한비즈니스모엘혁신
- Longtail Model

인터넷 채널의 한 특징은 고객 도달성이 매우 높다
는것이다.  전통적으로오프라인채널들은구매력이매
우 낮은 고객, 또는 특별한 상품을 추구하는 틈새 시장
을포기하고 80%의고객이분포하는중간지대의시장
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고객 도달성
을활용하면전에는가능하지않던막대한고객이새로
이비즈니스대상으로부상한다.  예를들어MP3 음악
은 CD를 해체하여 곡별로 1달라 미만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  Apple의 itune.com은 이러한 모델로
음악시장을장악하고있다.  여기서 1달러미만의거래
를전통적인채널을활용한다면거래비용을감당할수
없지만 인터넷상에서의 다운로드는 고객 탐색비용이나
물류비용, 그리고 디지털콘텐츠의재공비용이없기때
문에아무리적은금액의거래라도이윤에보탬이된다.
전통적인채널에서잘팔리지않는 CD는그재고비용
을감당할수있지만디지털형태로보관되는이형태는
재고비용이 없어서 낮은 빈도의 상품들이 전체 이익에
공헌하는정도가커진다.  이러한현상을긴꼬리모형이
라고알려져있다[5].  예를들어 Google은 시간이나지
면제약이없는사이버공간의특성을이용해서광고의
단가를경매에의해 Click당 금액으로계약하여전세계
거의 모든 사업자들을 광고 고객화하였다.  큰 기업은
높은광고금액으로작은기업은적은금액으로자신들
의사업을광고할기회를갖게된것이다.  이는전통적
인 TV나 신문의 광고 지면이 너무 비싸서 소외되었던
작은규모의사업주전세계에자신들을알릴기회를가
질수있게되는혁신적인새로운방식이라할수있다. 

2.3.  사용자간상호작용(Interaction)을활용한비즈니스
혁신- 집단지성과Peer Innovation

온라인 비즈니스가 개시된 1996년에 전세계에는
대략 25만여사이트가존재하였으며 4천5백만의사용
자가 존재하였다.  10년이 지난 2006년 인터넷에는 8
천만 이상의 웹사이트가 존재하며 전세계에 11억 인구
가 사용하고 있다.  그만큰 사용자가 정보의 탐색 공간
이 확대되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커지
고 웹사이트들은 많은 사용자의 유치가 어려워지는 역
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기
업들이새롭게인식한것은 11억사용자들사이에는사
회적 네트웍(Social Network)이 존재하며 11억 인구
중에는 기존의 회사가 갖고 있지 않는 전문지식인들이
대중속에존재한다는사실이다.  이들은 사회적네트웍
을 활용하여 집단적으로 지성을 표출하기도 한다.
Linux로 대표되는 공개소프트웨어나 Wikipedia의 공
개 백과사전은 이런 집단지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
다.  기업들은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혁신을 성공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Peer Innovation이라 하는데, Gold Coportation은 금
광발견을위한지리적정보를웹상에공개하여회생한
대표적인성공사례로꼽히고있다[23].  많은기업들이
이러한 Prosumer(producer+consumer)의 아이디어
를기업의경계밖에서얻는노력을경주하고있다.

2.4.  가상재고와디지털프로세스에의한
비즈니스모델혁신

인터넷체널의사용으로인한비즈니스모델의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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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Shumpeter[22]는 아무리여러마리마차를변형한
다고해도 기차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혁신은 상당한
정도의가치향상을의미한다.  본 논문은 IT가 비즈니
스모델을혁신하였음을살펴보았다.  거시적으로정보
화는세계화를촉진해왔으며이두큰흐름이기업들이
혁신없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경제여건을 만들
어 왔다.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이용하여새로운 사
업모델로변환하는능력을보임에따라기존의경제질
서가 흔들리고 고객들에게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
치가제공되었음이여러사례를통해살펴보았다. 구제
적으로 정보기술의 비즈니스 채널로서 가지는 정보윤
택성, 고객도달성,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그리고
가상성, 이 네가지특성으로부터이루어지는비즈니스
모델의혁신의유형을살펴보았다. 

이제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를 말하는 시대이다. 이
는 본 논문에서 논의된 사이버 공간과 실제 공간의 결
합을 시도하는데 이 두 공간이 결합이 가져올 경제적
특성은 아직 잘 연구되어 있지 않다. 유비쿼터스 비즈
니스의 많은 문헌들은 유비쿼터스 공간이 사이버 공간
의 진화로 묘사한다. 사이버 공간은 실제 공간에 비해
많은 특징을 갖추고있다.  우선 사이버 공간은 무소유
의공간에가깝다.  새로운URL을등록하는즉시얼마
든지확장가능한다차원의공간이며물리적제약이없
이(서버의용량만증설한다면) 무한대의고객을수용할
수 있는공간이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 즉 승자독식의
법칙이 작용할 여지가 큰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
징들은 실제의 공간과 극도로 대비되는 점이다.  따라
서많은문헌이제시하는유비쿼터스공간은사이버공
간의기능적확장이아니라어쩌면경제적성격이충돌
하는두공간의결합일가능성이있다.  

의 대표적인 유형중의 하나는 가상재고와 가상공간의
활용에 의한 혁신이다.  아마존(Amazon.com)은 반스
엔노블스(Barnes and Nobles)가 북미에 1000개의오
프라인 매장으로 장악한 독과점 시장을 오프라인 매장
의임대나구매등의부동산투자없이진입하여산업의
구조를바꾼사례이다.  그리고가상재고와자동화된프
로세스로그경쟁자의생산성과는비교할수없는우위
를점하고있다.  델 컴퓨터또한아마존과같은경우라
할수있다.  델은온라인채널만으로다른오프라인중
심의 PC 제조업체보다 높은 생산성을 기록하였다.  그
림 7은 델 컴퓨터의 경쟁력의 원천을 설명하고 있다.
델과같은직접판매방식은완성품재고의필요성을없
애고 또한 인터넷은 채권회수기간을 없애기 때문에 회
사의현금흐름과 operation cycle을 획기적으로단축하
여결과적으로비즈니스흐름을빠르게하는원가경쟁
력을창출한다. 

많은 닷컴 비즈니스 모델은 이와 같이 가상공간을
활용하여진입비용이낮으며직접판매방식을채택함
으로써채권회수기간을원천적으로제거할수있다.  또
한 가상재고를 활용하여 재고 비용의 최소화하고 디지
털 프로세스를 통한 자동화로 인하여 인건비를 최소하
여비즈니스의흐름을빠르게하는혁신을도출한다. 비
즈니스에서 재고란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재고를 감소
시킬수있다.  따라서정보와재고수준이경제적대체
관계라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증명되고 있다
(reference).  이러한 가상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간결한 운영(Lean Operation)의 혁신을 이룸을 흔히
관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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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기업들은새로운환경과경영요소들이주어
지면 그 특성을 파악하여 고객의 가치 증대(즉 총거래
비용의 축소)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는 혁신을 해 오
고 있음을 지난 수년간 e-Business라는 거대한 흐름에
서 생생히 목격하여 왔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새
로운경제공간즉유비쿼터스는앞에서설명한바와같
이때로는상충되는특성의두종류의공간이결합하여
하나처럼 고객과 기업에게 제공되는 경제계를 의미한
다.  창의적인 기업들은 이 새로운 경제계에 다영한 혁
신을 계속할 것이다.  미래의 새로운 혁신의 전략과 예
측을위해서는막등장하고있는전혀새로운복합공간
의특성에대한보다이론적인고찰이절실히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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