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전략적 시장 관리 



          Apple社 소개 

1976: Apple 탄생 (스티브 워즈니악 + 스티브 잡스)   
 
     1976: Apple 1 탄생 

 
           1980: Apple 2 탄생 
  
                1984: 맥킨토시 선보임.  
                         (기대 이하의 판매실적에 따라 스티브 잡스의 퇴출) 
 
                       1990년 대 초:  주식 하락 ($60 → 17) 
  
                            1996: 스티브 잡스의 Apple로의 복귀 
 
                                 1998: 아이맥(iMac) 출시 (7개월 간 28만 8천대 판매고) 
 
                                      2001: MP3 플레이어인 iPod 출시   

Apple은 이렇게 성장해 왔다.  

“Change the world by bringing computer to masses!” 
               좀 더 작은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  
                       Not Apple Corporation, Apple Campus!! 

                    
 
                스티브 잡스 
                (Steve Jobs) 
 
      Apple의 공동창업자 

             現 CEO 



          Apple 사업 정의 

음악감상 

 패션 

문화 아이콘 

고객의 욕구 

제품과 서비스 

고객 집단 
컴퓨터 

MP3 

디지털  

컨버전스 

젊은 세대 
(20~30대 ) 매니아층 모든 세대 

Apple사는 다양한 제품을 융합하는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Apple이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를 원한다. 



          

Apple의 iPod가 시장에서 성공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iPod : Portable HDD형 MP3               

Mini iPod 

Flash Memory 기반제품보다 40배 많은 저장공간(40G) 

iTune과 연동, 저렴한 가격에 음악 파일 Download 

0% 24% 25% 

2001 2002 2003 

Apple’s Market Share (MP3 Player) 

연간 200만대 이상 판매 

전 세계 M/S 25% 

2001년 제품 Launching시 

$399의 높은 가격에도 

선풍적인 인기 

2003년 4/4 분기 
73만대 판매 

7개월간 3,000만곡 

Download 

<초기성공> 

Apple의 주가 

2002 – 2003년 간 

600% 이상 상승 

i-Pod의 출시와 초기 성공 



메신저, Mp3 사이트 등을 통
한 P2P 파일 공유 문화 

강력한 기능의 Mp3 Player 선호 

- 40G 용량, 호환성, 범용성 

휴대가 간편한 Digital 
Entertainment 기기 선호 

Digital 기기들의 
패션 엑세서리 화 

“소비자의 
MP3 Life” 

MP3 Life style 

“작고 가볍고 휴대가 간
편하면서도 저장 용량이 

큰 MP3P” 

“PDA + MP3 + Portable HDD + 
Voice Recorder + ….. 모든 것을 
하나로, Digital Life를 즐긴다” 

“젊은이들의 패션 Icon, 나를 표현한
다” 

다양한 액세서리를 통한 기능 확장 

깜찍하고 감각적 디자인 

http://www.napster.com/images/gfc_screenshot_full.jpg
http://www.apple.com/education/hed/
http://search.empas.com/search/imgdir.html?f=V&m=B&e=1&w=4d&q=mp3&qn=
http://search.empas.com/search/photo/photoimg.html?q=mp3&qn=&np=0&m=B&pp=1&ad=0&op=1&t=C&po=A&pd=0
http://photo.empas.com/gicha47/gicha47_1
http://search.empas.com/search/news_photo_detail.html?q=mp3&qn=&m=B&o=B&e=10&f=V&w=20&b=&d=
http://search.empas.com/search/blogimg.html?v=V&q=mp3&qn=&m=B&w=35&e=18
http://search.empas.com/search/news_photo_detail.html?q=mp3&qn=&m=B&o=B&e=1&f=V
http://store.apple.com/1-800-MY-APPLE/WebObjects/AppleStore?productLearnMore=T8355LL/A


          iPod의 4P 분석 

Product Price 

Promotion Place 

• 대용량의 HDD type MP3P 
• 다양하고 독특한 디자인 
• 혁신적인 조작버튼 
  (터치식 클릭휠) 
• iTunes과의 자동 동기화 기능 

• 경쟁사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 가격 인하 & 반복 정책 

• 길거리 광고 
• 명품 마케팅 
• 3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 

• HP와의 결합 
  - 유통망확대 
• 전 세계 약 150개의  
  Apple store 



          SWOT Analysis 

 
• Flash Memory 시장의 
  초기 진입 실패 
• 잦은 결함(고장) 
• 새로운 제품 출시에 대한  
  부담감 
• CEO에 대한 지나친 의존 

 
 
 
• 다른 기업들의  
   Flash Memory 시장 선점 
• 음반 업체들과의 재계약 
• 모방업체 

 
 
 
 
• MP3 시장의 확장 
• Flash Memory 시장의 성장 
• 삼성과의 Nand Flash 
  Memory 독점 계약  

 

 
• 인지도(Brand Name) 
• iPod 시장 점유율 
• 많은 Apple store 
• 창의성과 혁신적인 디자인 
• 다양한 제품 
• iTunes(음원확보) 



          MP3 시장 추세의 변화와 iPod 

2004년 2005년 1월 

HDD type 
MP3 성공 

   더 작고  
         많은 기능을  
    가진 MP3요구 

         Flash Memory  

        시장의 성장  

iPod 1~3세대,  
iPod mini 

 
선풍적인 인기를  

얻는데 실패 

iPod shuffle출시 



          

2001~2003년 2004년 

iPod 1~2세대 
판매량 180만 

iPod 3세대, iPod mini 
판매량 500만 이상 

iPod 판매량 Flash Memory 
시장 성장률 

2003년 2004년 

116억 달러 

159억 달러 

36.4%  
성장 

HDD type iPod 판매량의 증가, 그러나 Flash Memory 시장의 빠른 성장률 

MP3 시장 추세의 변화와 iPod 



          Apple의 선택 

Flash Memory를 장착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신제품 출시 SO
 전

략
 

기존 Flash Memory  

제품에 대한  

마케팅 강화 ST
 전

략
 

Apple의 선택은 iPod nano였다. 



          

• Network를 통한 Seamless한 연결망 및 혁신적 이미지 구축 

• 철저하게 고객 입장에서 시장 지향적인 전략 수립 

MS Windows와의 호환성 

AOL과의 제휴 

제품개발에 있어서
TOSHIBA와의 제휴 

Major 음반사와의 제휴 

Entertainment 중심의 
Network 구축  

iMAc과 iLife을 통한 멀
티미디어 컨텐츠 생산 Fashionable Accessories 

Disney 같은 Major 
영화∙TV 기업과 제휴  

Cingular와 iPhone 개발 

<현재의 아이팟> 

Apple의 선택 

http://www.brocatus.com/portfolio/werk/Toshiba-logo.gif
http://www.applecomputer.co.kr/ilife/


          언론에서 말하는 Apple과 iPod 

• “애플은 휴대용 음악 시장의 법칙을  

     완전히 바꾸었다.” 파이낸셜 타임스 

• “세계 mp3시장에서 애플의 독주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월스트리트 

• “스티브 잡스는 경제에 디자인과  

     창의성을 도입했다. 또한 그의 삶은  

     고정관념과의 투쟁이다” 비즈니스 위크 

그의 청바지 속에서 나온 iPod nano는 세계 MP3시장을 경악시켰다. 

“아이팟 나노는 최초의 오리지널 아이팟 이후로  
가장 혁명적인 제품이다” 

  
스티브 잡스  

미국 시간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기자 초청 발표회에서.. 

 



          

순위 브랜드 점유율(%) 

1 Apple(iPod) 55 

2 리오 10.2 

3 iriver 7.8 

4 RCA 5.6 

5 디지털웨이 5.3 

6 Creative 5.0 

7 나이키-필립스 2.2 

8 삼성 1.9 

순위 브랜드 점유율(%) 

1 Apple(iPod) 75.15 

2 iriver 5.0 

3 Creative 4.9 

4 Sandisk 4.3 

5 삼성 3.7 

6 리오 2.9 

7 HP 1%미만 

8 RCA 1%미만 

2004년 2005년 

출처:NPD 

미국 MP3 플레이어 시장 업체별 점유율 



          孫子兵法의 저자 손무는 누구인가 

손자[孫子, 생몰년 미상] 
 
 
 
 
본명 손무(孫武). 러안[樂安:山東省] 출생. 제(齊)나라 사람.  
BC 6세기경 오(吳)나라의 왕 합려(闔閭)를 섬겨 절제·규율 있는 군대를 조직,  
초(楚)·제(齊)·진(晋) 등의 나라를 굴복시켜 합려로 하여금 패자(覇者)가 되게 하였다. 

그가 저술하였다는 병서(兵書) 《손자(孫子)》는  
단순한 국지적인 전투의 작전서가 아니라  
국가경영의 요지(要旨), 승패의 기미(機微), 인사의 성패(成敗)에 이르는 내용을 다룬 책.  
그는 "싸우지 아니하고도 남의 군사를 굴복시키는 것은 착한 자의 으뜸이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  
 
관련된 사자성어 : 吳越同舟[오월동주], 臥薪嘗膽[와신상담] 



          

 
 
• The way[道] : Bring the thinking of the people in line with their superiors 

 
• Climate[天] : light & shadow, heat and cold, and the rotation of the seasons 

 
• Terrain[地] : the fall of the land, proximate distances, difficulty of passage,  
               the degree of openness, and viability of the land for deploying troops. 
 
• Command[將] : a matter of wisdom, integrity, humanity, courage, and discipline. 

 
• Regulation[法] : entailing organizaional effectivenss, a chain of command,  
                and a structure for logistical support. 

道 天 地 將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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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rategy Concept 

♣ 전략의 개념 

Plan 

Position 

Pattern 

Perspective 

자사가 처해있는 시장상황의 변화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이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에 따른 활

동들을 계획, 결정, 실행하는 것 

♣ 전략의 4가지 관점 

Strategy 

Consciously intended 
course of action 

Consistency in behavior 

Product-Market Domain Ingrained way of perceiving the 
world Concept 



          1. Strategy Concept 

• 전략은 기업이 처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가이드 라인 

• 실제적으로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지는 사전 계획으로서의 전략 

•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계획으로서의 전략 

(1) 계획으로서의 전략 

3M의 15% Rule 



          1. Strategy Concept 

• 사전 계획과 다르게 사후에 관찰될 수 있는 패턴으로서의 전략 

• 전략은 사전 의도와 상관없이 일관적인 행동의 흐름이 있어야 함 

(2) 패턴으로서의 전략 

                & Improve Embrace 

http://www.microsoft.com/isapi/gomscom.asp?target=/


          1. Strategy Concept 

• 그 제품 혹은 서비스만의 차별성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 

• R&D 활동이 강조되어, 제품의 속성과 기능의 모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중요해 짐 

(3) 포지션으로서의 전략 

①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② 우리가 고객들에게 전달해야 할 차별화 된 가치는 무엇인가? 
 

③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④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https://www.avis.com/AvisWeb/home/AvisHome;jsessionid=PImIjV1PlZRnHZAhjfuAJSX6Kb0KRIjk84xerw0nhLnEajW29V0M!-329581926809494548!-961595186!7501!7502


          1. Strategy Concept 

• 기업의 고유문화나 특성에 따라 경쟁 환경을 보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관점의 차이에 따라 경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 

(4) 관점으로서의 전략 

   추세를 보는 
   Perspective 

   고객을 보는 
   Perspective 

   경쟁을 보는 
   Perspective 

PC보다는 솔루션 

네트워킹에 집중 

http://www.sony.co.kr/CS/handler/sony/kr/ViewCatalogProductList-MemStick?CatalogID=4502
http://www.dell.com/us/en/gen/topics/segtopic_latc840.htm
http://www.ibm.com/
http://commerce.www.ibm.com/cgi-bin/ncommerce/AdvantageCode?shoprfnbr=1&cntry=840&lang=en_US&cntrfnbr=1&mmerfnbr=1&q=W313


          2. Hierarchy of Strategy 

♣ 경영전략의 3가지 계층 

최근 기업이 복잡해지고 계층화됨에 따라 전략이 어떤 계층에서 구사되는지에 의해 분류 

기업수준 전략 

사업부 단위 수준 전략 

제품 • 브랜드 수준 전략 

기업의 성장 
자원 배분 

경쟁우위(CA) 
확보/유지 

마케팅 자원/도구 
지원 및 조정 



          2. Hierarchy of Strategy 

♣ Strategy Hierarchy 

Corporate 
Strategy 

Business 
Strategy 

Marketing 
Strategy 

Corporate Mission 

Corporate Goal 

Corporate Growth Resource Allocation 

SBU Goal 

Competitive Strategy Resource Allocation 

Marketing Goal 

Segmentation/Targeting Positioning 

Marketing Mix 

환 
 

경 
 

분 
 

석 



          

•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기업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

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리 과정 

• 미래의 다가올 시장상황의 변화와 내부에 축적된 역량을 파악하여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거시적으

로 제시 

(1) 기업 수준의 전략 

2. Hierarchy of Strategy 

♣ 기업 수준에서 필요한 요소 

Scope, 

Mission, 

Intent 

Objective 

Development 

Strategy 

Resource 

Allocation 

Source of 

Synergy 



          

• 독자적인 사업 전략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책임자가 판매와 이익에 대해 책임을 짐 

• 사업부가 속해 있는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목적 

• 기업 수준의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나, 독립적 권한을 활용하여 경쟁우위를 강화하고 마켓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2) 사업부 수준의 전략 

사업부 내의 기능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경쟁사와 

경쟁할 것인가? 

어떤 제품을 

판매할 것인가? 

어떤 세분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Strategic 

Business Unit 

 ♣ 핵심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최적 시장을 결정하고, 경쟁사보다 우수한 핵심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2. Hierarchy of Strategy 



          

• 좀 더 구체적인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기본 노선으로 통상적으로 마케팅 전략이라 함 

• 마케팅전략은 표적시장에서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과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 ·수행하는 것 

• 표적시장에 대한 정의와 차별화된 포지셔닝 전략, 전략 실행을 위한 마케팅믹스 요소의 관리 및 배분 수행 

(3) 제품 · 브랜드 수준의 전략 

       Marketing 
     Strategy  

              SBU 
              Goal 

    Corporate 
    Mission 

전략의 일관성 

전략의 구체화, 현실성 있는 전략 수립 

2. Hierarchy of Strategy 



          3. Marketing Strategy Framework 

♣ 마케팅전략의 4가지 축 

마케팅전략 

전략적 

상황분석 
경쟁우위 

STP 
경쟁적 

역동성 

 ♣ 전략적 시장 관리를 위한 마케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조적인 전략적 틀(Frame)이 반드시 필요 



          

♣ 마케팅전략의 프레임워크 

3. Marketing Strategy Framework 



          

• 자사가 위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우선 

• 시장의 추세(trend), 고객의 욕구 및 소비행동, 자사의 

내부적 환경, 경쟁사의 약점과 강점 등을 분석 

(1) 전략적 상황분석에 의한 마케팅전략 

3. Marketing Strategy Framework 



          

• 기업내부의 자산과 역량을 분석, 경쟁사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우위 창출에 초점 

• 창출된 경쟁우위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성장 원동력 구축 

(2) 경쟁우위에 의한 마케팅전략 

3. Marketing Strategy Framework 

플레이스테이션의 경쟁우위의 원천은 무엇일까?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distelsa.com.gt/Playstation.jpg&imgrefurl=http://www.distelsa.com.gt/distelsa_inicial.htm&h=212&w=226&prev=/images%3Fq%3DPlaystation%26start%3D2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http://www.grnetwork.com/playstation_2/playstation2.jpg
http://www.us.playstation.com/games.aspx?id=slus-20848


          

•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 시장 세분화와 표적시장 선정을 통해 자사 고객을 규명하고, 경쟁사와 차별화 되도록 전략을 수립 

• STP 전략을 통한 고객 획득과 유지 차원에서 구체적인 Action Plan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함 

(3) STP와 4P에 의한 마케팅전략 

“The Low Fare Airline”=  Southwest  

3. Marketing Strategy Framework 

STP의 대상 브랜드 전략의 대상 



          

•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추세를 읽어내고 그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전략 

• 선도진입자가 되느냐 후발진입자가 되느냐를 전략적으로 결정 

• 제품의 수명 주기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함 

(4) 경쟁적 역동성에 의한 마케팅 전략 

3. Marketing Strategy Frame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