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행한 고객이
비즈니스를
파괴한다.

디커플링 Decoupling



일

아이스볼메이커 엘리베이터용공기청정기/에어컨

코딩교육/메이커활동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강의하기전에



퀴즈

Q.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때 비교, 평가, 구매,

소비, 폐기까지 이르는 가치사슬을 끊고 일부만

떼어내 재배치 하여 사업화 하는 용어는?

1.간헐적 단식

2.디카페인

3.디커플링

4.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DECOUPLING

탈레스 S. 테이셰이라 (Thales S. Teixeira)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디지털 마케팅 전략과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문가

망한 회사 인터뷰
성공한 회사 인터뷰
IT Start Up 기업의 공통점에서

성공하는 기업의 조건을 발견함.



파괴적 혁신
(Disruptive 
Innovation)은
틀렸다.

기존의사업강자를밀어내는것은스타트업의새로운기술에있다.(Digital Disruption)
-1997년클레이튼크리스텐슨(미국경영학자, 하버드경영대학원교수) 



파괴적 혁신

“파괴적혁신(disruptive innovation)” 혹은
“파괴적기술(disruptive technology)”이라는단어를사용하는게유행이다.

이 단어의 유래인 “파괴적 혁신” 이론은 작은 기업이 파괴적 기술을 사용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의 일부를 잠식해나가고, 종국에는 시장 지배적인 기존의 기업을 앞지르는 변화
내지는전개상황을말한다.

제너럴모터스, 베스트바이, 월마트, 질레트의위기는디지털기술때문인가?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우버, 달러쉐이브클럽등시장파괴는기술혁신때문인가?

시장 파괴자는 불행한 고객
중요한 것은비즈니스 모델혁신



디커플링 정의

디커플링이란 분리, 해체
라는 뜻으로
고객 가치사슬의 일부를
떼어내거나
전체를 재배치하는 일



아마존: 매장에서 제품을 구경하고 더 싼 값에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의 '구입' 단계를
분리했다.

우버: 자동차를 고르고, 선택하고, 구입하고, 유지하고, 폐기하는 불편함을 통째로
없애고오직 '사용' 단계만을제공해폭발적으로성공을거두었다.

넷플릭스: 광고없이원하는콘텐츠만보기를원하는고객에게 '비디오콘텐츠
시청하기' 단계만제공한다. 인터넷접속문제에관여하지않는다.

트위치: 게임개발을하지않고, '게임플레이시청'이라는단계만을제공한다. 1조원에
아마존이인수한다.

셰프드: 미국판 '마켓컬리'. 요리의모든단계중에서재료배송단계만서비스한다.

트립어드바이저: 광고가아닌오직믿을수 있는리뷰만을제공한다. 예약은기존
사이트에맡긴다.

버치박스: 화장품샘플정기배송업체. 화장품사용전단계에서 '제품 테스트' 단계를
공략했다.

파괴적 기업의 공격



버치박스의 화장품 견본 사업

립스틱구매 – 비교 – 분석 – 평가 – 구매 – 소비 – 사용 - 폐기

버치박스(Birchbox)는가치사슬중 비교, 분석, 평가에집중



고객가치사슬(customer value chain) 

신생기업의 성장 원인은
“소비자들의 행동을 분석 관찰 분리했다＂

소비자들의 바뀌는 행동양식에 집중했다.
소비할 때 일련의 과정, 가치사슬이 존재한다.



고객 방향성

고객은본인이이익을얻는방향으로움직인다.

언번들링

탈중개화

디커플링

언번들링은 기존에 하나의 상품이었던 것을 쪼개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품 차원을 넘어서 기업 차원이나 산업 차원에서도
발생한다. 고객 연구 필요.

탈 중개화는 점원이나 도서관의 사서 또는 변호사 등과 같은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 즉 중개인이 필요했음직한
정보에 사용자나 소비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디커플링 예



기존기업이든 신생기업이든 디커플링 5단계 공식

1. 특정고객그룹의고객가치사슬을파악하기

2. 가치유형별-가치창출, 가치에대한대가부과, 가치잠식-로
분류한다.

3. 고객가치사슬중약한 부분을찾는다.

4. 약한사슬을분리한다.

5. 경쟁기업의반응을예측한다. 재결합혹은선제적분리가능성

빵집 부동산 – 판매공간 소유하기와 진열하기 분리
패션업계 – 의류 갖추기와 구매를 분리



디커플러에 대응하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1/32576/



파괴적 비즈니스 구축 시작하기

신생기업의성장원인은
“소비자들의행동을
분석
관찰
분리했다＂

토스: 송금단계를분리
마켓컬리: 재료배송단계를분리

1. 제품기술소통창구등의사안을한번에처리하기
2. 시장에나와있는제품보다 10배는더좋은제품이나서비스를목표
3. 네트워크효과활용 – 카카오톡, 밴드등
4. 기술인프라구축
5. 고객경험을공유



토론

화훼 분야에서 고객 가치사슬을
끊는 방안이 있다면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