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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창업화성화에 따른 대학 및 민간 창업교육에 있어 기술창업 분야에 가치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교육하는 방법론에 대해 제안한다. 가치이론은 심리학자인 Rokeach와 Schwartz, 컨설팅회사인 Roper에 의해 다양하게 연구되

어왔으며 사용되어 왔다. 가치란 인간이 요구하는 것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교육하는 방법은 가치의 결정, 시나리오의 작성, WWH 테이블의 작성,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작성, 가치 맵의 작성 과정

을 거쳐 기술창업의 비즈니스모델화가 되는 과정을 실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 프로세스를 정의하며, 특

히 현재 기술창업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학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한다.

키워드: 스타트업(Start-up), 창업(foundation), 가치(Value),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I. Introduction

다양한 창업이슈 중 특히 기술창업에 있어 가치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교육하는 이유는 기술창업이 대부분 공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기에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화와 같은 경영분야 측면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특히 가치개념은 Rokeach, Schwartz와 

같이 심리학자들에 의해 사람이 얻고자하는 가치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마케팅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스타트업에 있어 이러한 가치 개념은 창업자가 만들고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야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에 

따라 가치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법론

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가치이론

가치(Value)란 개념이 정립된 이후로 사회과학에 있어 중심개념으

로 사용되어왔다. 심리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어지고 사용되건 가치의 

개념은 기업의 마케팅등에 활용됨에 따라 경영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에 응용 및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 

적인 인간 본연의 가치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 

Rokeach(1973)은 이러한 가치를 인간이 추구하는 진정한 우정, 

사랑과 같은 궁극적인가치(Terminal Value)와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

하며 느끼는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

였으며, Schwartz(1994)는 인간이 느끼는 가치를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2012 후속 연구를 통해 이를 도식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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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wartz basic values 

2. 비즈니스모델

비즈니스모델은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장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되고 

산업에서 활용되었다.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학자와 실무에서 정의

되었으며, 한가지로 정의되고 있지 않다. Magretta(2002)는 비즈니스 

모델을 ‘회사가 비즈니스를 실행하는 방식을 묘사한 것으로 회사의 

모든 비즈니스 활동들을 요약한 것‘ 이라고 정의하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은 좋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Magretta의 비즈니스모델의 정의와 시나리오와 

비슷하다는 설명을 준용하여 비즈니스 모델 교육을 개발하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치기반 기술창업교육의 Step을 

나타내고 있다. 본 표는 창업아이템 개발부터 교육을 실행해야하는 대학교

육에 활용되며, 실제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들의 경우 창업 아이템이 기 

개발되어있기 때문에, Table 1의 Step2는 생략되며, Step1을 창업아이템

이 전달해주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 정의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첫 번째 단계는 학생들에게 창업아이템을 무조건 만들어오는 대신, 

자신들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해 정의한다. 

이는 기존의 창업교육에서 아이템을 무조건적으로 선정하는 것과 

차별성을 가지며, 본인이 전달하고자하는 가치를 제품이나 서비스화 

한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과 차이점을 가진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 또한 가치를 전달하는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며, 가치 전달시점을 

명확히 하는데 사용된다.

No Title Contents

1
Value 

Definition

What kind of value, our 

company want to deliver to 

customer? 

2 Item Item Creation to deliver Value

3 Scenario

Write scenario who is given 

the product or service what 

created step 2

4 WW(H) Table
Transfer Scenario to 

Who-What-(How) talbe

5
Business 

Model

Transfer WW(H) Table to 

general Business Model 

Process

6 BM Canvas
Define components those in 

BM

7 Value Map

Clarify value in Business 

Model process developed at 

step 5

Table 1. Value Based Start-up Education Sequence

IV. Conclusions

가치기반 창업교육은 학생 및 창업자들에게 창업 제품이나 서비스

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원천적으로 고객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가치의 측면에서 살펴볼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이에 따라 창업교육

을 보다 창업의 근본 목적에 적합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다는데 

그 시사점이 있다.

REFERENCES

[1] Shalom H. Schwartz, “An Overview of the Schwartz 

Theory of Basic Values”, Online Reading in Psychology 

and Culture, unit 2, subunit 1, Article 11, 2012.

[2] Rokeach Milton,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york, The Free Press, 1973 

[3] Musil Bojan, Rus, Velko S., and Musek, Janek , "The 

Rokeach Value Survey in comparative study of Japanese 

and Slovenian students: Towards the Underlying 

Structure". Studia Psychologica., Vol.51, No.1, pp. 53–68, 

2009.

[4] Magretta, J., “Why business model matter”, Harvard 

Business Review, Vol.80, No.5, pp.86-92, 2002.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7. 7)

196

[2] H. S. Kwon, “A study on influence of transformation 

leadership on the hotel employee's empowermen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yang 

University,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