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8. 
하이테크 
제품전략 



PART (1) 
핵심전략비전(CSV)과 
마켓플랫폼플랜(MPP) 



Core Strategic Vision 

Market Platform Plan 

Product Strategy 

 
 

•Where are we going? 
•How will we get there? 
•Why will we be successful? 

 
 

•Vector of differentiation 
•Product upgrade 
•Self Cannibalization 

 
 

•Product platform strategy 
•Defining technology 
•Product line strategy 

하이테크 제품전략: The MPP Framework 



핵심전략비전: CSV 

 Product strategy is a roadmap, and it is useful only 
when… 

 
 CSV는 Mission이나 ‘비전’과 다르다 

 CSV needs adjusting and updating. 
 CSV guides strategy. 

 
 성공적인 CSV의 요건 

 Focus 
 Clarity 
 Completeness: where, how, why 
 Feasibility 



CSV in action: Compaq example 

 Vision statement in 1993 
  

 “We want to be the leading supplier of PCs and PC 
servers in all customer segments worldwide. We intend to 
accomplish this goal by leading the industry in developing 
new products, pricing competitively, controlling costs, 
supporting customers, and expanding distribution. 
Compaq understands the dynamics of the industry and is 
poised to move decisively to exploit new opportunities.” 
 

 Compaq changed its CEOs to change its 
vision. 



HP’s Fiorina: Failed Vision ? 

 



Motorola의 실수 

 



From Portfolio to Platform Thinking 

 “High-variety”와 “Cost-effective”를 동시에 
추구하며 성장하는 방법: Platform 사고 
 

 플랫폼 사고의 이점  
 장기적 관점과 전략적 초점 
 일관성 있고 신속한 신제품 개발 및 출하 
 “공유”를 통한 효율달성: R&D, 제조, 마케팅 
 기술,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플랫폼 사고의 다양한 차원  



 플랫폼 사고와 High-Variety 전략 

출처: Sawhney (1998) 



제품 플랫폼 전략 

 Product platform is a collection of common 
elements implemented across a range of products. 

 제품플랫폼은 하이테크 기업 제품전략(특히 
라인전략)의 기초 
 장기적인 제품전략의 틀이 되며, 기술개발의 로드맵 제시 
 하다 보니 얻어진 게 아니라 의도된 플랜이어야 한다 

 많은 경우 제품의 실패는 제품플랫폼의 부재 혹은 
불완전한(incomplete) 제품플랫폼 전략에 기인 

 제품플랫폼은 업종에 따라 제품에 따라 다르다.  



An Example: Palm 

Handwriting Recognition 

Palm OS 

Palm IIIc Palm IIIx Palm III 

Palm V Palm Vx 

Palm VII 

Common  
Platform 
Elements 

Product Lines 
with Unique 
Features 

Segment 1 

Segment 2 

Segment 3 



플랫폼 기술요소 

 A product platform consists of a number of 
platform technology elements. (PTE framework) 



플랫폼기술요소와 결정기술 

 결정기술(defining technology)은 제품의 
핵심역량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요소 
 Intel, Sony, Canon, Samsung, FedEx, Amazon, Wal-Mart 
 결정기술의 정의와 선택은 하이테크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결정: Wang, IBM, 그리고 Apple의 실수 

 결정기술은 경쟁우위의 원천도 되지만 성장의 한계가 
되기도 함 
 

 지원기술(supporting technology)은 결정기술을 
보완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요소 
 

 세분화기술(segmenting technology)은 다양한 
세분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기술요소 



 Technology Trajectory를 통한 개별 PTE의 관리 



“Managing” Product Platform Life Cycle 

 제품플랫폼 쇠퇴의 원인 
 제품플랫폼 수명의 연장 

 Exploitation 

 새로운 제품플랫폼의 개발과 성공적 이행(migration)  
 제품 로드맵의 활용 
 파생상품으로 low-end의 갭을 없앤다 

? 

$ 



제품 라인 전략 

 A product line strategy is a time-phased 
conditional plan for sequence of developing 
products from a common product platform.  

 Coverage 
 각각의 제품은 구체적인 세분시장을 겨냥하되 전체적으로 
모든 주요 세분시장을 모두 커버해야 한다.  

 그러나 product proliferation과 market confusion은 최소화 

 Dynamics 
 가정(assumptions)을 끊임없이 체크하라 

 Timing and Sequence 
 제품라인 길이의 결정 
 자기잠식의 고려 
 속도와 타이밍 중요 



 



 



 



PART (2) 
개별제품전략 



범용화의 위험 

 Unit One Costs 
 Pro CD 이야기  
 The cost of producing the first unit is very 

high relative to the costs of reproduction. 
 

 표준화, 모듈화는 범용화를 촉진한다 
 Digital TV의 범용화 
     “The flat-TV market, like the PC market, is moving to 

standard technologies, best price, and more 
commoditization.” BW 2005/4/4  

 범용화를 막는 길은 포지셔닝과 차별화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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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ow Medium High 

Relative Price 

차별화의 기본원칙 

1. 차별화는 제품의 전략적 위치 즉 Positioning을 
결정한다 



차별화의 기본원칙 

2. 차별화는 시장을 
세분화한다 



차별화의 기본원칙 

3. 차별화는 시장의 수명주기(MLC)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4. 차별화는 점이 아니라 벡터로 관리되어야 한다 
 

(a) 점으로 관리된 차별화 (b) 벡터로 관리된 차별화 
시간  시간  



차별화 벡터: VOD 

 MPP는 차별화 전략의 기반 
 MPP involves selecting, deselecting, and 

prioritizing market segments thru a consistent 
winning ‘vector of differentiation.’ 

 

 VOD 추구의 이점 
 VOD separate the strategic from the tactical 
 A VOD focuses product improvements 
 The length and slope of a VOD provide strategic 

insights over time (I.e. market life cycle). 



VOD의 추구와 Fast Follower전략 

시간  

차별화 정도 



차별화 전략의 유형 

 Capabilities / Performance  
 Compatibility / Standard  
 Unique features 
 Ease of use / User interface  
 Cost reduction  

 productivity 
 cost of investment 
 cost of product failure 
 total cost of ownership (TCO) 

 Brand Reputation 
 Design 





Differentiation by Features 

 



Feature Fatigue 

 



 



User Interface 



디자인을 통한 차별화 

http://www.amazon.com/exec/obidos/redirect?tag=zoometry-20&path=tg/detail/-/159184021X�


Laws of Simplicity 



2004-2008 IDEA 수상현황 

출처: Business Week 2008.7.17  

디자인회사 
수상실적 

2004-2007 2008 TOTAL 

IDEO 24 7 31 

Fuseproject 14 5 19 

Ziba Design 9 4 13 

Continuum 11 2 13 

Smart Design 11 1 12 

Whipsaw 5 4 9 

Antenna Design 7 2 9 

Formation Design Group 7 1 8 

Lunar Design 7 1 8 

Tools Design 4 3 7 

Ergonomidesign 3 3 6 

NewDealDesign 5 1 6 

Pentagram 5 1 6 

기업 
수상실적 

2004-2007 2008 TOTAL 

Samsung 12 3 15 

Apple 9 4 13 

Decathlon 5 6 11 

Philips Design 9 2 11 

Hewlett-Packard 8 2 10 

Panasonic 10 0 10 

Eva Denmark 4 4 8 

Motorola 4 4 8 

Nike 7 1 8 

Belkin 4 2 6 

Timberland 6 0 6 



Samsung Improves on Design 



Design Alliances 

http://ds1.nl/c/?wi=38023&si=528&li=31815&dl=gsm_abonnement/LG_KE850_Prada/603/LG_KE850_Prada.html&ws�


Discovering New Points of Differentiation 

 Open up your thinking to your customers’entire experience 
instead of your product per se. 
 

 Step 1: Mapping the “Consumption Chain” 
 How do people aware needs – find – select – order/purchase – 

deliver – install – pay – store – move around – really use – get 
help – return/exchange – repair/service – dispose of 

 
 Step 2: Analyzing Your Customer’s Experience 

 Consider how a series of simple questions apply at each link in 
the consumption chain: What, Where, Who, When, How 

  Brainstorm and select the most promising. 
 

MacMillan and McGrath (HBR 1997) 



Differentiation is Risky When… 

 유지 가능한 차별화 벡터가 아닐 경우 (범용화의 함정)  
 적절한 가격전략과 병행되지 않을 경우 
 추구하는 차별화의 축이 소비자에게 중요하지 않을 경우 
 차별화에 너무 많은 투자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새로운 차별화 벡터의 등장으로 시장의 추가세분화(sub-

segmentation)가 이루어질 경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실패 



 

 Upgrade or Wait?  



하이테크제품과 업그레이드 

 교체구매의 유형 
 정상적 교체구매 vs. 재량적 교체구매 

 하이테크 제품은 업그레이드 비즈니스  
 교체구매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영향요인 

 기술발전에 대한 기대와 “leapfrogging” 
 업그레이드 비용 
 소비자 개인적 특성 (혁신성 등) 
 로컬 네트워크 효과와 또래집단 압력 
 업그레이드 버전의 상대적 이점, 호환성, 지각된 
위험 



Cannibalization Strategy 

 Cannibalization: 위험인가 기회인가? 
 Cannibalization is bad because... 
 Cannibalization is good when the transition is 

orderly and profitable. 
 

 Cannibalization as offensive strategy: 도전자의 
전략 
 신기술로 게임의 룰을 변화시킨다 
 Cannibalization hurts the market leader more. 
 Judo Strategy 



Self Cannibalization 

 Cannibalization as defensive strategy: 리더의 
전략 
 자기잠식 (Self-Cannibalization)  
 You don’t want someone else to do it.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It’s better to shoot yourself in the foot than to allow 

somebody else to shoot you in some more vital part of 
the anatomy.” – John Henessy 
 

 타이밍이 핵심 
 Intel의 사례: 타이밍과 가격을 적절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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