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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ssential Frameworks 

 

1. 3-C’s (Company, Competitors, Customers) 

 

 

 

 

 

 

 

 

 

 

 

 

 

 

자사(Company), 경쟁자(Competitors), 고객(Customers)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경쟁사 보다 우월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 우위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분석도구. 기업이 이 분석 도구를 통해 고객 지향적 경쟁 우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Company 

회사 내부의 Group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검토 대상으로는 Top Management, Finance, 

R&D, Purchasing, Manufacturing, Accounting 등이 있다.   이러한 기능들이 “고객중심”으

로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와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Coordination이 되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Customer 

회사의 주 고객을 Define하고, 그 고객의 Needs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고객의 구분 

방법으로는 Domestic vs International 또는 Consumer vs Business vs Government 와 같은 

식으로 구분하거나, 또는 인종, 문화, 인류학적 구분 등 여러 가지 구분이 있을 수 있다.   

검토 대상 사업이나 회사가 과연 분류된 목표 고객의 Needs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Competitors 

경쟁사 대비 고객의 Mind에 자사의 Offer가 강력한 Positioning을 하여 Strategic 

Advantage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자사의 Size와 산업 내에서의 Position을 경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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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과 대비하여 상황에 맞는 경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Market Leader, Follower, 

Nicher에 따라 각기 다른 경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4-Ps 

마케팅 Mix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로서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을 지칭한다.   

제품에 대한 마케팅 계획 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요소를 가리키며, 회사가 통

제 가능한 기술적인 마케팅 도구이다.   4-Ps는 Target Market 및 Positioning 전략에 따라 

제품별로 각각 계획, 실행되어야 한다. 

Product 

Product는 제품의 특징적인 Appeal을 가리키며, 중요한 Product 구성 요소들로는 Variety, 

Quality, Design, Features, Brand Name, Packaging, Services 등이 있다. 

Price 

제품의 가격 정책 및 할인 정책에 관한 것으로 중요 결정사항으로는 List Price, Discounts 

정책, Allowance 내용, Payment Period, Credit Terms 등이 있다. 

Promotion 

제품의 광고 및 촉진 전략으로써, 중요 구성 요소들은 Advertising, Personal Selling, Sales 

Promotion, Public Relations 등이 있다. 

Place 

유통 및 물류에 관한 전략으로써 중요 구성 요소들은 Channels 구성 전략, Coverage 전략, 

Assortments, Locations 선정, Inventory, Transportation, Logistics 등이 있다. 

 

3. The Boston Consulting Group Growth-Share Matrix 

 

사업의 Portfolio 수립의 도구로서 BCG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이다.   시장 성장율과 시장 

점유율의 두 축에 따라 가 사업 단위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투자 비율의 변화를 통해 전사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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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s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양호한 사업으로서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 집중 육성해야 하는 사업 

Cash Cow 

높은 수익성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나 수요가 정체되어 매력적인 투자 대상

이 되지 못함으로 현상 유지 또는 타 사업으로 자금을 재배치해야 할 사업 

Dogs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낮은 사업으로 철수 대상이 된다. 

Question Mark 

현재의 수익성은 낮으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별적인 투자를 통해 육성한다. 

 

4. Break even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BEP)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의 매출량 또는 

매출액 수준을 말한다. 그러므로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이익이 발생

되고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된다.   손익분기점 분석 (break-even 

analysis)은 변동비 및 고정비 수준과 이익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분석 기법이다.   손익

분기점 분석은 원가, 매출액, 이익의 관계를 분석하므로 CVP(cost-volume-profit)분석이라

고도 한다.   손익분기점분석은 모든 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

고 있다.   변동비(variable cost)는 매출량이나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하는 비용이며, 

고정비(fixed cost)는 매출량이나 생산량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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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st/benefit Analysis 

Cost/Benefit (C/B) analysis는 계획, 의사결정, program evaluation, 제안서 평가 등 모 든 

종류의 조직에서 널리 사용된다.   이 방법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해당 Project를 실

시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 요소와 그에 따른 효용요소를 분석하여 순 효과가 이익인지 손실

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나름대로의 장점 및 단점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좋은cost/benefit analysis는 time dimension 과 사업의 독특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즉 C/B analysis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델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고, 

어떤 것들은 포함되지 말아야 도 함께 예상되는 inflows 및 outflows의 Timing도  포함

하고 있어야 한다. 

(2) cost/benefit analysis는 Intangible 및 소위 “Soft” 무형의 효용 및 비용  등 모든 비용 

요소 및 효용 요소를 재무 분석에 포함하여 정량화 한다.    또한 비정량화되는 효용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빼서는 안된다.   가능한 모든 요소를 정량화해야 하는 이유는 

재무적인 가치가 일정한 비용이나 효용요소로 대치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가 재무 분석

에서 어떠한 영향을 가질수도 없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professional image," 고객

만족도 향상, "more professional work environment." 와 같은 활동에 기업은 많은 노력

을 기울이지만 이러한 활동의 결과가 화폐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활동의 가치는 

Zero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3) Cost/benefit analyses는 대개 ‘incremental’ costs and benefits 만을 표현한다.   이것

은C/B analysis가 대개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목적

은 의사결정의 순수 효과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C/B analysts 를 

하면서 incremental C/B data 와 total C/B data 를 동시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가장 유용하며, 흔히 사용되는 C/B analysis 는 time-based cash flow summary 형태로 

작성한다.   이것을 이용하여 net cash flow(NPV), DCF, IRR, and Payback Period 와 

같은 표준 재무 지표를 계산한다.   그러므로C/B analyses는 are usually broader in 

scope than 단일 수익에만 의거하여 계산하는return on investment (ROI) analysis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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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범위 및 효용이 높다.   분석 결과에 ‘individual’ cost and benefit items가 포함되기

도 하며, 이를 이용하여 risk management 나 수익 최적화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5) Cost Benefit Business Cases를 분석하는 간단한 5단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List alternatives being considered - Project choices are identified and detailed. 

b. Identify key benefits and score each - Identify decision success factors and 

score the importance of these factors. The system even recommends values for 

"social" or intangible benefits.  

c. Schedule benefits and identify costs for each year - Tell the software when and 

how much the expected benefit. Automatically calculates Totals and Present Value 

of each benefit and costs over the project life.  

d. Compare the alternatives - View high level information about the alternatives. In a 

separate Recommendation screen you will see the recommended alternative along 

with Net Present Value calculations, Return on Investment, and Benefit-Cost 

ratios.  

e. Conduct a "what-if analysis" - See and document how sensitive the analysis 

results are to expected changes in the estimated benefits and/or costs. 

 

6. Internal-External Analysis 

(1) External Analysis 

아래 그림 처럼 기업이 처한 외부적 환경을 General Environment와 Industry Environment

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로 예시된 세부 항목을 분석하는 것이다.    

 
EXTERNAL ANALYSIS

General Environment

Industry Environment

Firm

Competitors

Customers Suppliers

Substitutes

Economic 

Social 

Demographic

Technology

Global

Legal/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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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rnal Analysis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는 차별적 우월성에 해당하는 자원이나 

능력을 발견하고 또한 기업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   VRIS 

Analysis는 Valuable(고객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Rareness(기업의 보유 능력, 자

원이 얼마나 희소성이 있는 것인가), Imitability(경쟁사가 모방할 수 있는 정도), 

Substitutes(다른 대체물의 존재)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Value Chain 

Analysis를 실시한다. 

 

7. Life Cycle 

PLC(Product Life Cycle)는 어떤 제품의 Sales 또는 Profit이 제품의 탄생에서 소멸까지의 

전 기간 중에 거치는 과정을 나타내며,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Introduction, Growth, Maturity, Decline, Withdrawal의 다섯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정리된다.   

Introduction 기간은 매출이 천천히 증가하며, 시장에 첫 도입 단계이므로 대개 마케팅 활동 

및 초기 투자 등으로 인해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Growth 기간은 제품이 시장 내에 빠

르게 침투하게 되어 수익이 증가하는 단계이며, 새로운 경쟁을 유발하는 시기이다.   

Maturity 기간은 매출이 둔화되기 시작하며, 경쟁의 심화로 대개 가격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

다.   수익성은 점점 악화되고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한다.   Decline 기간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수익성도 악화된다.   이때는 철수 또는 차별화 등의 제품 전략을 

재 수립이 요구된다.   Withdrawal 단계는 경쟁력의 상실로 시장 내에서 철수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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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cKinsey 7-S’s 

 

 

 

 

 

 

 

 

 

 

 

 

 

 

 

 Strategy 

 

고객이나 경쟁사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거나 또는 선제적인 목적으로 취하는 행

동을 말한다.   Strategy는 낮은 생산비용이나 빠른 Delivery와 같은 경쟁적 Positioning 또

는 고객에 대한 더 높은 가치 제공이나 시장의 선도적 지위 확보와 같은 방법등을 통해 회

사가 자신의 경쟁적 Position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다.  "Here is how we will create unique value." 

 

 Structure 

 

Structuring 문제는 과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업무가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내의 모든 가능한 

업무의 영역을 이해하는 것 보다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 어느 영역에 집중해야 하는 가를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Systems 

 

Systems 이란 공식 비공식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절차를 말하며, capital budgeting 

systems, training systems, cost accounting procedures, budgeting systems과 같은 것들이

다.   일곱 가지 요소 중에서 다른 것들을 확립하는데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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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이다.   조직 내에서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대개 System과 관련 있으며, 특히 급격

한 Restructuring 없이 조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System을 변화시켜야 한다. 

 

 Style 

 

관리자의 스타일이란 그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Henry Mintzberg가 지적

했듯이, 관리자는 planning, organizing, motivating, and controlling 과 같은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한 Issue에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은 약 9분 정도이다.    

 

 Staff 

 

초우량 기업은 기업내의 소위 ‘Socialization’ Process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즉 신입 

채용 직원을 조직의 주류로 동참시키는 절차나 제도 및 그들이 내일의 관리자로 경력을 쌓

아 갈수 있도록 관리 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Skills 

 

Skills은 기업이 가장 잘 하는 그 무엇, 그 기업을 특징 지우는 것이다.   예를들어  IBM 의 

시장에 대한 Orientation 이나 최상의 고객 서비스 능력, Du Pont의 연구 능력, Procter & 

Gamble's 제품 관리 능력, ITT의 재무 통제능력, Hewlett-Packard의 혁신과 품질과 같은 

것이 Skill이다.   강력한 Skill은 때때로 경영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Skill이 요구될 때 새로

운 Skill의 도입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 

 

 Shared Values 

 

Shared Values 란 기업이 바탕으로 하는 가장 기초적인 생각들과 가치들이다.   여기에는 

미래에 대해 최고 경영층이 조직 전체에 공유하고자 하는 넓은 공감대이다.   예를들면 

AT&T 의 Theodore Vail의 "universal service" objective나 IBM의 "customer service"에 대한 

신념 같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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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ive Forces Analysis  

 

 

산업의 매력도를 분석할 때 유용한 분석 틀이다. 산업의 매력도는 다음의 5가지 구조적 요

인에 의해 결정된다. 

 

- 산업내 기존업체 들간의 경쟁 (Rivalry among existing firms) 

- 새로운 경쟁자의 위협 (Threat of new entrants) 

- 대체제의 위협 (Threat of substitutes) 

- 구매자의 교섭력 (Bargaining power of buyers) 

- 공급자의 교섭력 (Bargaining power of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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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rofit 

Profit은 Total Revenues에서 Total Cost를 차감한 수치이다.   Total Revenue는 Sales 

Quantity 와 Unit Price의 곱이며, Total Cost는 고정비와 변동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회계 기준에서는 고정비 및 변동비를 매출원가 및 판관비 등 영업 비용과 영업 외 비용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 한다.   Profit은 회계 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차원을 가지는데, 

매출총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관비 등 영업 비용만을 차감한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하며, 여

기에 영업 외 손익을 가감한 것을 경상 이익(또는 경상 손실), 이라고 한다.   경상 손익에 

특별 손익 항목을 가감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되며,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후에는 

당기 순이익이라고 한다.   기업의 영속성 특징을 감안할 때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영업 

외 손익 및 특별 손익은 기업의 본질적 건강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기업 분석에서는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그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손익과 관련하여 주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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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은 이익이 회계 기준의 적용에 따라 임으로 조작될 수도 있는 가공의 수치라는 점

이다.   예를 들어 재고 자산의 평가 방법 및 감가상각의 방법 변경을 통해 손익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 상의 손익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세부 항목별로 검토하여야 

한다.   손익의 이러한 문제점을 상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이 현금 흐름 또는 현금 흐

름 기준의 손익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금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실제 현금의 출입 만을 

대상으로 기업을 평가하므로 기업의 안정성이나 수익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11. Ratio Analysis 

비율분석이란 기업의 재무 상태를 검정하기 위한 회계 지표들을 점검하는 것이다.   크게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효율성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익성 

수익성은 기간 수익(순이익 또는 영업이익)을 기간 투자액(총자산, 총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투자자나 채권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는지를 나타내며, 대표적 

지표로는 총자본 이익율(ROA), 자기자본이익율(ROE), 주당순이익(EPS), 주가수익비율(PER), 

배당성향 등이 있다. 

유동성 

유동성은 기업이 단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단기 부채에 대

한 상환 자원이 될수 있는 유동 자산의 비율로 표시된다.   주요 지표로는 유동비율, 당좌

비율, 현금흐름 등이 있다. 

안정성(레버리지) 

안정성은 기업이 장기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원만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주요 지표로는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이 있다. 

효율성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매출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

율, 총자산 회전율 등 각종 자산 회전율이 해당된다. 

 

12. Supply and Demand 

옆의 그림과 같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 때의 가격 P0를 균형 가격, 이 때의 

거래량 Q0를 균형 거래량이라 한다.   가격이 균형 가격이 

아닌 상태에 있으면 균형 가격으로 복귀하려는 힘이 생긴다.   

만약 어떤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아(P1 > P0) 공급이 수요

보다 클 때, 즉 초과 공급이 존재할 때 가격이 하락하려는 

압력이 발생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공

급량이 감소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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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공급이 있는 한 가격의 하락은 지속되고 수요량의 증가와 공급량의 감소도 계속된다.   

초과공급이 사라지면 가격의 하락 압력이 사라지고 가격은 제자리에 머문다.   균형 가격이 

성립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므로 비로소 균형 거래량이 성립한다(P0, Q0).   만약 

어떤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아(P2 < P0) 수요가 공급보다 클 때, 즉 초과 수요가 존재할 

때 가격이 상승하려는 압력이 발생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공급량이 증

가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초과수요가 있는 한 가격의 상승은 지속

되고 수요량의 감소와 공급량의 증가도 계속된다.   초과수요가 사라지면 가격의 상승 압력

이 사라지고 가격은 제자리에 머문다.   균형 가격이 성립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므

로 비로소 균형 거래량이 성립한다(P0, Q0). 

 

13. SWOT Analysis  

 

SWOT 분석은 외부환경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기업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분

석한 후 전략적 대안을 도출하는 분석 방법이다. SWOT 분석을 통해 기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기업의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위협요인에 대처하는 

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Strengths - the positive points from your view 

 Weaknesses - the negative points from your view 

 Opportunities - what potential you can identify 

 Threats - what negative results 

 

이 방법은 특정 상황이나 의사 결정 문제의 함의를 점검하고 활동 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기

초 도구로서 사용되며, 개인이 또는 Group 단위로 분석을 할 수도 있다.   Issue는 조직 외

적인 문제일수도 있으며, 조직 내적인 문제에 적용될 수도 있다.   Strengths 와 

Weaknesses는 주로 상황이나 의사결정 문제의 내적인 요소들이다.   Strengths는 가용자

원, 구성원의 능력, 조직의 전문성과 같은 것들이며, Weaknesses는 기회를 획득하는데 제

약이 되는 요인들이다.   Opportunities 와 threats는 주어진 상황에서의 외적인 영향 요인

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Threats는 조직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활동이나 관점들로서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가리키며, Opportunities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충이 될 

수 있는 외적인 요소들이다.   대개 opportunities 와 threats를 먼저 검토하고 strengths 와 

weaknesses를 나중에 O 및 T와의 관계 속에서 검토한다.   같은 문제를 한 개 영역 이상

에서 동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SWOT Analysis는 Group 내에서 당면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할 때 실시하는 게 보통이다.   이 방법을 통해 

개인적인 견해가 서로 검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WOT analysis Layout 예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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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factors 

STRENGTHS  

What are you good at? 

How competitive are you? 

What are your assets in terms of people, 

systems, finance, reputation, services 

etc? 

What changes are coming to affect your 

market? 

How easily can competitors enter your 

market? 

What do others have that you lack? 

THREATS 

What opportunities are there? 

What changes in demand do expect to 

see? 

OPPORTUNITIES  

What weaknesses do you have in terms of 

systems, people, finance, reputation etc. 

What do you do badly? 

WEAKNESSES 

External factors 

 

14. Value Chain 

기업원료 조달에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및 서비스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사업 Chain으

로 개념화 하여 고객에게 최대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통합하여 계획, 관리, 

통제하는 것.   제품의 생산 Chain을 Primary Activities라 하고, 이러한 생산-공급 축을 원

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구매, 인사, 조직, 기술 업무를 Support Activities라고 한다.   현대 

기업의 경쟁은 한 기업만의 경쟁이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제품 및 서비스의 Value Chain

과 경쟁 Value Chain간의 효율성 및 고객 가치 창조 능력의 차이에 따른 경쟁으로 그 성격

이 변화되고 있다. 

Source:  Michael Porter, 
Advantage (Free Press)

Firm  Infrastructure
Human Resource Management

Technology Development

Procurement

 Operations  
Outbound LogisticsMarketing & SalesService

Primary Activities

 
Support Activities

Margin

Margin

Inbound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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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Value Net 

 

 

 

 

 

 

 

 

 

 

 

 

 

 

 

 

Value Net은 게임의 주요 player들을 수직적으로 고객과 공급자, 수평적으로는 경쟁자와 보

완재로 파악하고, 이들간의 상호경쟁과 협조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혁신적인 Win-Win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Porter의 산업구조 분석틀이 주로 경쟁에 치중하는데 비

해 Value Net은 보완재를 고려한 기업간 협조관계를 중시한다. 여기서 경쟁자와 보완재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 두 개의 제품 A와 B가 있을 때, 고객이 제품 A만을 사용하는 경우 보다 제품 B를 

사용할 때 제품 A의 가치를 보다 크게 느끼면 제품 A와 B는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고객이 제품 A만을 사용하는 경우 보다 제품 B를 사용할 때 제품 A의 가치를 보다 

적게 느끼면 제품 A와 B는 경쟁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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