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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소비자
주권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이사)

[200억달러까지] 

[기업수명] [글로벌기업] 

2017

1. Apple (850조) 
2. Google (700조) 
3. MicroSoft (600조) 
4. Amazon (480조) 
5. Facebook (470조)

-2006년 12월,  ‘아이위랩(iwiLab)’이라는 이름으로설립. 부루닷컴(buru.com) 소셜북마킹서비스
시작(인터넷에있는콘덴츠를큐레이션).  3개월만에서비스중단

-소셜랭킹서비스(위지아/wisia.com).  최고 5만명의사용자가있었지만, 이서비스역시실패. 

-14명의직원 3팀으로나누어세가지앱개발(카카오톡, 카카오아지트, 카카오수다).

-당초내부에서는카카오수다를가장유력하게생각. 

[생존경쟁] [생존경쟁] 

/현대차, 그랩에전격투자(2018)

/공유플랫폼에들어가지못하는차량제조업체생존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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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변화] 

/생산과소비의다양화&융합화

- 아무리작은수요도충족할수있는온디멘드경제

- 생산은신속하고유연하게대처할수있도록진화

- 글로벌가치사슬에서고부가가치를차지하려는국가 or 기업간경쟁

[진입장벽] 

/현실속에서 ‘포획된소비주권’

/ 적기조례(Red Flag Act.)

/안전을위해만든착한규제?

/증기자동차를처음만든영국이
자동차산업에서망한이유

/각종기득권자에게포획된
정책결정자들과다수의소비자들

서울시가차량공유앱을반대하는이유…? /

/법인과개인으로구분된택시시장

/ 만성적인 초과공급과 비공식적인

권리금시장

/정부의해결방안은

세금을활용한감차정책…실패

[진입장벽] 

/ 공유경제_UBER

[진입장벽] 
우버효과 /

[진입장벽] 

소비자이익

• 외곽지역 등 기존 택시
들의 운행구간 넘어

• 승차요청(콜)반응시간
최대 30분이상 빨라

• 택시요금 절감

사회적비용

• 음주운전 사망률
5-8%낮춰

• 낮은 범죄 유발기제

고용창출

• 유후자산 가치 극대화

• 美, 지난 3년간 콜택시
업계 2만5천명 신규일
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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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규제가, 있던가?  /

/ 1920년 수정헌법 18조근거하여볼스티드법(Volstead Act) 제정

/알콜농도 0.5%이상이면불법→ 1932년 12월에폐지

/결과?마피아전성시대, 양조산업을통한고용효과차단

/ “술은국민건강을해치니, 도수높은
술은금지한다.”

[진입장벽] 
북한에게지는두가지, 핵무기와맥주 /

“카스와하이트는목넘김은좋지만미각을자극할
정도는아니다. 

오히려영국에서수입한장비로만든북한대동강맥주
맛이놀라울정도로좋다"  

2012년, 이코노미스트의한국특파원다니엘튜터,  <화끈한음식, 지루한맥주>

[진입장벽] 

[변호인의지대추구] 

/신참변호사송우석,    변호사는하지않던

부동산등기-세무업무시작

/ 법무사,  “송우석은물러가라”는시위

/ 영화속에선학력이나학벌도면허와비슷한

진입장벽으로작용. 

/ (동창모임) “서울대, 연대고대! 내상고

출신은끼워주지도안해.”

Break time

[스타트업의무덤] 

/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57개 업체는 한국에서는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 시작 불가능

/ 10년째 시범사업중인 원격진료(의료법, 약사법)

경쟁과 독점

/ 당시등유의가격은갤런당30￠, 고가-저품질

/스탠더드오일, 품질개선-가격인하

/고가의고래기름, 양초대신저가의스탠더드등유덕분에집마다
밤에활동이가능해짐

/석유도1880년~1890년사이61%가격인하

393% 생산량증가

/소규모유류업자의강력지지를받은상원의원존셔먼,   셔먼법
(Sherman Act, 1880년) 제출

/ 1890년7월2일통과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 김정호

[독점과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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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과소비자] 

/ 20년동안늘어나지않는아마존순이익의비밀

[독점과소비자] 

/ (독점) 시장 장악후 소비자에게 전가?

[독점과소비자] 

/모교인스탠포드대로스쿨강의, 2012년블레이크마스터스강의내용정리-블러그공유 (100만조회수)

/기존에없던시장을열어젖히는일-> 0에서 1이되는대전환(zero to one)

/구글이얻는초과이윤->혁신성을유지하는원동력-> 구글같은이익을거두지못한다면뛰어들기

어려움(무인자동차, 오지에열기구를활용한무선인터넷).

[독점과소비자] 

/페이스북은왜끊임업이인수합병?

/ 인스타그램(2012년, 1조842억원) -2010년 10월서비스시작

/ 인스턴트메신저왓츠앱(2014년, 20조 6000억원)

[4차산업혁명과데이터] 

/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을까?

[4차산업혁명과데이터] 

/ 유통업체 타켓, 임신부용쿠폰을여고생에게발송.  학생아버지항의 .

/ 2002년 타깃,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앤드루 폴을 영입해 ‘임신 예측 모델’ 등을 개발

- 임신부가 무향 티슈나 마그네슘 보충제를 구매할 확률이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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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데이터] 

/ 서울시 공공데이터, KT에서 제공한

심야시간 통화 기지국 위치와 청구지

주소 데이터 통계치 30억 건을 분석해

노선 결정

/ 구글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Can Google 

Solve Death?) -(2013, 미국 타임지)

/ ‘수확체증 법칙’ 빅데이터 시장

/ 아마존, 구글, MS가 데이터 수집-데이터센터

구축 등에36조원 투입(스트리트저널(WSJ) 

/ 생산3요소 토지, 노동, 자본 ->

(데이터 기반경제) 인터넷,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자본

[4차산업혁명과데이터] 

/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 자이다”(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4차산업혁명과데이터] 

/ 블럭체인,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까?

/ 소비자, 제3자에게 접근을 허락할 지 여부를 각각의 개인정보를 만들어 낼 때마다 정할 수 있음. 

정보 사용의 대가를 지불 받을 수도 있음

/ 잊혀질 권리

[4차산업혁명과데이터] 

[영원한제국은없다] 

/창업보다어려운수성

[영원한제국은없다] 

/한순간에사라지는기업

/소비자선택에따른기업간경쟁촉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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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