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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경쟁과 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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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Strategy 

          Leading Case : 스마트폰 전쟁 

♣ 애플의 아이폰 
 
노키아가 주도하고 있던 휴대폰 시장에 애플이 진출 
이후 점차 판매를 확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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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ding Case : 스마트폰 전쟁 

♣ 삼성전자의 대응 
 
애플과의 차별화를 위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재 선택 
 
갤럭시 A로 도전하였으나, 실패 
 
갤럭시 S를 통해 재도전하였으며, 선별적 유통을 선택한 애플과 달리,  
전방위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며, 선전 중 

 
애플은 기업 생태계를 통한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에,  
삼성전자는 기존 브랜드/영업망을 활용한 판매가 전략의 무게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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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에는 통, 괘, 지, 애, 험, 원의 여섯 가지가 있다. 

         

        통[通] : 아군과 적군 모두 진공할 수 있는 지형 = 성장기의 산업 
   괘[挂] : 나아가기는 쉬우나 물러서기가 곤란한 지형 = 도입기의 산업 

        지[支] : 아군과 적군 모두 불리한 지형 = 쇠퇴기의 산업 

        애[隘] : 길이 좁아 방어가 다소 유리한 지형 = 선도자가 다소 유리한 산업 

        험[險] : 방어하기 좋은 험준한 지형 = 선도자가 절대 유리한 산업 

        원[遠] : 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 = 현재 역량을 보유하지 않은 산업 

孫 子 兵 法 

 地形有通者，有挂者，有支者， 
 有隘者，有險者，有遠者. 

손자병법 지형편[地形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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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쟁과 산업의 정의 

•   기존 경쟁자 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 경쟁자까지 고려 

•   시장을 제품이 아닌 고객 관점에서 정의하면, 제품과 기술의 유사성과 같은 대체성이 기준이 될 수 있음 

 

 

♣ 경쟁의 정의 

•   유사한 제품과 그 세부유형 또는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업의 집합 

 

 

 

♣ 산업의 정의 

산   업 시   장 

•   제품의 소재, 기술 혹은 생산공정 기준으로  

    분류 

•   여러 개의 시장 창출 가능 

•   소비자의 여러 특징 혹은 위치로 구분 

 

•   여러 개의 산업으로부터 수요 충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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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쟁과 산업의 정의 

•   유사한 제품과 그 세부유형 또는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업의 집합 

 

 

 

♣ 산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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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내 경쟁심도 

•  경쟁자의 특성 

•  산업의 성장률 

•  제품/서비스의 차별화 정도 

•  고정비용과 제품 유지 가능성 

•  산업의 장치투자 성격 

•  철수장벽의 존재여부 

 

  후발 주자의 위협 

•  규모의 경제 장벽 

•  제품차별화 장벽 

•  자본 장벽 

•  원가우위 

•  유통장벽 

•  정부정책 

2. 산업 분석 

후발 주자의 위협 

공급자의 힘 구매자의 힘 

대체품의 위협 

산업 내  
 

경쟁심도 

♣ Porter의 5 Forces 모형 

  대체품의 위협 

 가격-효과의 상충적인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제품 

 높은 수익 구조를 지닌 상품 

http://www.sony.co.kr/CS/handler/sony/kr/ViewProductSony-Start?CatalogID=3601&ProductID=4884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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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 분석 

공급자의 힘 구매자의 힘 
산업 내  

 
경쟁심도 

대체품의 위협 

후발 주자의 위협 

스타벅스 

http://kr.rd.yahoo.com/search/theme/restaurant/?http://www.benniga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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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략적 집단과 전형전략 

•  유사한 전략, 특징 또는 역량을 공유하는 경쟁자 

 예) SM – JYP – YG, 조 – 중 – 동 

 

(마케팅에서의 활용) 

•  경쟁자가 많은 산업에서는 대략적으로 경쟁자를 분류하는데 활용 

•  같은 집단에 속한 경쟁자의 전략적 성패가 벤치마킹의 초점이 되기도 

•  시장주도형 전략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차별적 요소 창출의 분석에 활용 

•  협경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의 도출과정에 활용 

•  한 산업의 진화패턴을 설명하는 도구 

 

이상의 상황에 따라, 원가우위, 차별화, 집중 전략이 선택될 수 있음 

•  원가우위: 지속적인 자본의 투자를 통한 대대적인 시장점유율 확보 

•  차별화: 뛰어난 마케팅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부응 

•  집중: 소비자 전체가 아닌 일부에 집중 공략하여 원가우위나 차별화를 달성 

♣ 전략적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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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략적 집단과 전형전략 

•  유사한 전략, 특징 또는 역량을 공유하는 경쟁자 

 예) SM – JYP – YG, 조 – 중 – 동 

 

(마케팅에서의 활용) 

•  경쟁자가 많은 산업에서는 대략적으로 경쟁자를 분류하는데 활용 

•  같은 집단에 속한 경쟁자의 전략적 성패가 벤치마킹의 초점이 되기도 

•  시장주도형 전략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차별적 요소 창출의 분석에 활용 

•  협경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의 도출과정에 활용 

•  한 산업의 진화패턴을 설명하는 도구 

 

이상의 상황에 따라, 원가우위, 차별화, 집중 전략이 선택될 수 있음 

•  원가우위: 지속적인 자본의 투자를 통한 대대적인 시장점유율 확보 

•  차별화: 뛰어난 마케팅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부응 

•  집중: 소비자 전체가 아닌 일부에 집중 공략하여 원가우위나 차별화를 달성 

♣ 전략적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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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품수명주기에서의 경쟁적 우위의 유지 

•  수명주기의 분석 단위 고려   

♣ 도입기 

♣ 도입기의 마케팅 믹스 전략 

  제품전략: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차별적 우위 규명 

  가격전략: 침투전략 vs 고가 전략 

  유통전략: 유통망의 확보가 중요 

  촉진전략: 제품의 존재 및 차별적 우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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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품수명주기에서의 경쟁적 우위의 유지 

•  개별 브랜드에 대해 선별적 수요를 증가시키는 전략 수립 필요 

♣ 성장기 

♣ 성장기의 마케팅 믹스 전략 

  제품전략: 제품 라인의 확충 

  가격전략: 원가우위 확보 

  유통전략: 주요 지역의 유통 선점 

  촉진전략: 차별적 우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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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품수명주기에서의 경쟁적 우위의 유지 

•  성숙기에 앞서 살아남을 브랜드와 낙오하는 브랜드의 우열을 가리는 단계 

•  효율성을 강화하는 합리화를 기하는 것이 초점 

♣ shakeout 

♣ shakeout의 마케팅 믹스 전략 

  제품전략: 개별 수익성 분석을 통한 아이템 정리 

  가격전략: 가격 절감 및 창의적인 촉진적 가격수단 고려 

  유통전략: 중간상에게 추가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새로운 경로 발굴 

  촉진전략: 단기적 효과가 있는 판촉 수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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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품수명주기에서의 경쟁적 우위의 유지 

•  더 이상 성장이 없는 단계로 zero sum game 

•  시장점유율 확충이 경쟁의 핵심 관건 

♣ 성숙기 

  제품전략: 타 브랜드 대비 부분적 차별화 

  가격전략: 촉진전략과 보완적으로 결정 

  유통전략: 중간상에 대한 촉진 불가피 

  촉진전략: 막대한 광고비 지출 자제 

 

♣ 성숙기의 마케팅 믹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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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품수명주기에서의 경쟁적 우위의 유지 

•  쇠퇴하는 제품과 쇠퇴하지 않는 제품들의 역학관계 고려 

•  남은 수익 기회 포착 

♣ 쇠퇴기 

♣ 쇠퇴기의 마케팅 믹스 전략 

  제품전략: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 라인 탐색 

  가격전략: 가격 인하 

  유통전략: 집중적인 유통을 통해 인센티브 부여 

  촉진전략: 최대한 지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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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쟁자의 분석요인 

 

 

♣ 경쟁자의 분석 요인 
 

•  일반 외형 특징: 경쟁사의 매출, 성장률, 자산 규모, 시장점유율, 수익성 등을 고려 

•  이미지와 포지셔닝: 소비자 연상에서의 상대적인 강점 도출할 수 있어야 

•  경쟁자의 목적과 의지: 정량적인 목표 분석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경쟁사의 의지에 대한 분석 불가피 

•  현재와 과거 전략: 패턴을 통한 예측의 가능성 

•  조직과 문화: 경쟁사 내부의 공유 가치, 공유하는 규범 그리고 공유하는 상징과 상징적 활동에 의해 형성 

•  원가구조: 경쟁사의 수익 및 가격전략 분석의 기반 

•  철수장벽: 철수가 어려울 수록 경쟁이 심화. 고정비용이 높을수록 철수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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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협     경 

 

 

♣ 협경 
 경쟁에 협조의 개념을 추가하여, 경쟁자-보완자-고객-공급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의 틀 
 

•  기업과 경쟁자의 관계: 승-패의 관계를 넘어서, 경쟁사와의 윈-윈 추구. 공동의 시장확대/표준결정의 노력 

•  기업과 보완자의 관계: 성격상 기업과 윈-윈의 관계가 가능한 상대. 예) 하드웨어-소프트웨어 

•  기업과 공급자의 관계: 재고관리, 품질관리 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수 조절을 통한 전략적 목적 달성 

•  기업과 고객의 관계: 고객의 공급자라는 사고를 통해. 고객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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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의 미시적 분석 

•  성공한 사업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  실패한 사업의 실패요인은 무엇인가? 

•  고객들의 핵심 구매동기는 무엇인가? 

•  원가의 주요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  가치사슬에서 경쟁우위를 차출하는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이를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경쟁에 적용해야 한다. 

 

  

  

 

7. 경쟁의 미시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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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bound 
Logistics 

Operations 

Outbound 
Logistics 

Marketing 
& Sales 

Service 

                                                           Value Chain 

제품 원료를 조달하고, 관리, 보관하는 활동 

제품 조립, 테스트, 포장 등 최종제품이 나오는 데 관련된 활동  

제품 유통 활동 및 재고관리, 주문처리 등의 활동 

광고, 판매촉진, 영업인력, 가격 등 판매에 관련된 관리 활동 

설치, 수리, 고객교육 프로그램 등 제품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활동 

7. 경쟁의 미시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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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자사와 경쟁사 비교평가 상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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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첩보(competitive intelligence) 

 

    경쟁자에 관련된 주요 정보를 여러 공식 원천을 통해 물색하는 작업 

   

•  방어적 첩보: 경쟁자의 행보에 대한 모니터링 

•  수동적 첩보: 일시적인 관심사에 대한 확인 

•  공격적 첩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능동적 수집 

   

•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여,  

“전략 스토리” 도출에 적극 활용해야 

 

  

  

 

9. 경쟁 첩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