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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 비즈니스는 2014년 이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O2O 비즈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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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온디맨드 O2O 서비스의 성장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형태가 온디맨드(On Demand)
서비스이다. 택시, 배달, 세차, 세탁, 가사도우미, 세탁 등의 서비스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이들 서비스는 지역 기반 서비스로 제공 주체가 주로 소상공인이라는 특징이 있다.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에 비해 자신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다 보니 사용자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어디가 더 저렴한지, 어떤 곳의 서비스 품질이 높은지 알기 어려운 것이다.

온디맨드 O2O 서비스는 이렇게 충분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비효율이
존재하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한다. 온라인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것이다. 온디맨드 O2O 서비스는 이를 통해 수요와 공급 양쪽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수익을 올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버와 에어비앤비이다. 우버는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각국에서 불법
택시 논란을 일으키며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논란 끝에 서비스를 철수했지만
최근에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우버 블랙으로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기도 했다.

에어비앤비는 집을 숙박 공간으로 제공하고 싶은 사람과 여행 등을 목적으로 숙소가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는 서비스다. 에어비앤비 역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190개 국가 3만4000개 도시에서 2000만 개
이상의 숙박 공간이 거래되는 거대한 서비스로 발전했다.

이들 서비스의 성공에 힘입어 O2O 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CB인사이트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4월까지 미국 O2O 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총 94억 달러였다. 특히 2014년 이후 집행된 금액이 전체의
84%인 79억 달러에 달해 최근 몇 년 사이 O2O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급격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

O2O 비즈니스의 성장은 중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2015년 상반기 중국 O2O 시장 규모는
3000억 위안(약 5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O2O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음식배달 서비스의 경우 2015년 2분기 거래액이 약 80억 위안(약 1조5000억 원)으로 2015년
1분기 대비 90%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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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_미국 O2O 기업에 대한 투자액

출처 : CB인사이트, LG Business Insight, O2O 서비스의 두 얼굴 '한계성'과 '혁신성', 2015.10.21.에서 재인용

Ⅱ. 홈조이 사례를 통해 본 O2O 서비스의 어려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더라도 언제든지 소비자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이 O2O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어려움이다. 한순간에 평가가 떨어지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공급자들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폐업한 미국의 집 청소 서비스 ‘홈조이’가 이를 잘 보여준다.

홈조이는 2012년에 설립된 회사로 청소인력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O2O 서비스를 제공했다. 홈조이는
Y컴비네이터, 안드레센 호로위츠, 구글벤처스 등으로부터 4000만 달러를 투자받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회사였다. 하지만 홈조이는 2015년 돌연 폐업을 선언했다.

홈조이가 고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높은 청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었다. 홈조이는 인터뷰를
통해 경험 많고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청소인력을 투입했다. 또 일정한 청소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 표준화도 진행했다. 청소도구를 표준화하고 고객이 불만족할 경우 무료로 다시 청소해주는
규칙을 적용했다.

하지만 홈조이는 계약 노동자를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라는 소송이 발생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계약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비용 증가와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추가 투자
확보에 실패하면서 홈조이는 폐업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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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홈조이 폐업의 원인이 소송과 자금 조달 실패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높은 수수료가 문제다. 시간당 25달러의 요금을 받는 홈조이는 25%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와 청소 인력 모두 홈조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소비자는
더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청소 인력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맨드 O2O에서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실제 물품을 제공하는
이커머스 등과 달리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가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개자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온라인을 통해 중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의 협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 홈조이가 직면했던 어려움 가운데는 일정한 소비자 만족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홈조이의 경우 전문 청소인력을 투입했지만 실제로는 청소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청소가 잘 되더라도
소비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 등 전체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 만족도가
객관적 기준이라기보다 고객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신뢰성 확보도 O2O 서비스의 어려움이다. 홈조이와 같은 온디맨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가 직접 사용자를 찾아가 대면하게 된다. 그만큼 서비스 공급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 O2O 플랫폼 사업자가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언제든지 검증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서비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Ⅲ. 치열한 경쟁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중국 O2O 서비스
이처럼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단순히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확보해 연결하는 방식의 O2O
비즈니스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반면, 충분한 수익을 올리지 못할 수 있다. 중국의 O2O 시장이 이를
잘 보여준다.

중국의 O2O 비즈니스는 한국보다 몇 년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음식배달, 차량 공유, 미용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O2O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단순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사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서비스 차별화가 어려워 같은 분야에서도 여러 업체가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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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국 O2O 비즈니스는 자금 경쟁 끝에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세차 분야가
대표적이다. 세차 O2O 서비스 카8의 경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 30위안인 배달 세차비용을
10위안까지 낮췄다. 하지만 유사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충분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추가 자금조달에도
실패해 지난해 7월 폐업했다.

이는 비단 카8만의 상황은 아니다. 많은 세차 O2O 서비스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출혈 경쟁을
벌이다.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살아남게 되면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실패했다.

문제는 승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많은 세차 O2O 서비스가 폐업하는
가운데 살아남은 업체인 구아구아(Guagua)가 대표적이다. 구아구아는 2014년 6000만 달러의 투자를 받고
여전히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구아구아는 여전히 거의 공짜에 가까운 비용을 받고 있다.
구아구아는 세차비용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가격을 올릴 예정이지만 언제든지 새로운
후발 주자가 나타날 수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2]

그림 2_중국 세차 O2O 서비스 스타트업과 현황

기업명

운영여부

설립연도

펀딩

상태

Yunxiche

X

2013

없음

1월 서비스 중단

Zhifuhui

X

2014

N/A

1월 폐업

Dihaxiche

X

2014

없음

4월 서비스 중단

Che8shangmen

X

2014

없음

7월 서비스 중단

eXiche

X

2014

2천만 달러

10월 서비스 중단

Gongfu Xiche

X

2013

엔젤투자

10월 서비스 중단

Diandian Yangche

O

2014

6천만 달러

보험업으로 전환 중

Ganjiyi Xiche

X

2014

없음

10월 Guagua에 매각

Guagua Xiche

O

2014

6천만 달러

서비스 중

출처 : http://tech.sina.com.cn/i/2015-10-30/doc-ifxkhcfn4199126.shtml,
https://www.techinasia.com/2015-brutal-chinas-o2o-car-wash-services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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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술로 차별화되지 않는 O2O 서비스의 한계
O2O 분야에서 자금만으로 승부하는 현상은 중국 내 다른 O2O 서비스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큰 O2O 서비스 분야인 배달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중국의 매장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하면
31위안이지만 배달 업체 어러머를 통하면 9위안으로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 시장 확대를 위해 어러머가
손실을 보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어러머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많은 O2O 분야들이 단순히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차별화된
포인트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즉 진입장벽이 낮아 언제든지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고, 시장 우위를
언제든지 새로운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주차 대행 서비스 업체 지르스(Zirx)는 지난 2월 폐업했다. 수익성이 문제였다. 주차가
어려운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차 대행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했다. 하지만 충분한 수익을 얻을
정도로 규모를 키우기가 어려웠다. 주차를 대행해주는 사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한 규모나 요금 이외의 방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어려움은 존재한다. 올해 3월 폐업한 스푼로켓이 이를 잘 보여준다.

스푼로켓은 이름처럼 짧은 시간 안에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과 점심을,
토요일에는 점심을 정해진 시간대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2013년 Y콤비네이터로부터 1350만 달러의 시드
투자를 받고, 지난해에는 시리즈A 펀딩에도 성공했다.

스푼로켓은 속도와 낮은 가격을 강조했다. 기존 배달 음식은 물론 직접 요리를 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빠른
서비스를 지향했다. 10분 이내에 10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음식을 배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푼로켓은 매일 제한된 메뉴만 대량으로 만들어 자동차로 배달했다.

문제는 속도와 가격을 강조한 나머지 고기가 덜 익는 등 음식의 품질이 떨어진 것이었다. 결국 스푼로켓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더 비싸고 더 느린 경쟁 서비스로 옮겨갔다. 낮은 가격에 맞추려는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려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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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내 O2O 서비스에 주는 교훈[3]
최근 국내 O2O 서비스에서 가장 주목 받는 기업 가운데 하나는 카카오다. 카카오는 지난해 ‘카카오 택시’를
출시하고 O2O 서비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카오의 대표 O2O 서비스인 ‘카카오 택시’는 지난해 3월 출시된 후 확고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2015년 3월 출시 이후 1년 만에 전국 기사 회원 21만 명, 누적 호출 수 8000만 건, 일 호출 수 70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카카오 택시 블랙’을 출시하며 카카오 택시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카카오택시 블랙은
국내 최초의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만 100여 대의 차량과 200여 명의 기사로 운행
중이다. 카카오는 상반기 중 운행 지역, 차종 및 대수, 결제 방식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또 상반기에 신규 O2O 서비스인 ‘카카오 헤어샵’과 ‘카카오 드라이버’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부터 카카오 헤어샵 사전체험단 모집과 카카오 드라이버 대리운전기사 모집에 들어갔다.

그림 3_카카오 헤어샵 서비스 개요

출처 :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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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헤어샵은 헤어숍과 고객을 연결하는 모바일 헤어숍 예약 플랫폼이다. 헤어숍 탐색부터 예약,
사전결제까지 모두 지원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 카카오 헤어샵을 통해 예약 후 방문하지 않는
노쇼(no-show)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카카오의 설명이다.

카카오는 카카오 헤어샵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10월 미용 고객관리기업 하시스를 인수했다. 하시스는 이미
많은 협력업체를 보유하고 카카오 헤어샵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카카오는 더 많은 헤어숍을
확보하기 위해 설명회도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또 카카오 헤어샵 사전체험단이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는 6월까지 서울과 경기 분당권의 200개
매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또 체험단에 참가한 고객에게 미용실별로 최대
40%까지 책정한 할인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 대리운전을 위한 기사 확보를 위해 기사의 비용 부담이 낮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운행요금의 20~40% 수준이던 수수료를 20%로 통일했다. 또 연 평균 100만 원 이상하던 보험료도
카카오에서 지불한다. 이외에도 월 4만~5만 원 가량의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료를 비롯해 예치금,
취소수수료 등 대리운전기사에게 부담이 되던 각종 비용도 없앴다. 카드결제 수수료와 부가세도
카카오에서 부담한다.

카카오는 새로운 O2O 비스니스를 위해 서비스 공급자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충분한
서비스 공급자를 확보해 서비스 시작단계에서부터 사용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 택시 성공의 원동력이 됐던 방식으로, 카카오 헤어샵과 카카오 드라이버에서도
같은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카카오의 O2O 비즈니스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방식인 반면, 공급자와 사용자 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반면, 현재까지는 카카오 택시 블랙을 제외하면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다.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어려움이 카카오의 O2O 비즈니스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는 “카카오가 지금까지 선보였거나 앞으로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 O2O 서비스는
기술적 차별성이 중요하지 않은 분야”라며 “자금력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카카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카카오는 O2O 비즈니스에서는 후발주자였다. 콜택시, 뷰티숍 예약, 대리운전 모두 카카오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카카오 플랫폼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많은 서비스 공급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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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해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업체들을 단숨에 따라잡는 것이 가능했다. 현재까지는 주요 경쟁자가
스타트업으로,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한 경쟁자가 없었던 것이다.

업계 종사자들은 O2O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서는 플랫폼과 자금력 이상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희은 알토스벤처스 수석심사역은 “예전과 달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벤처캐피털을 통해 수혈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며 “오히려 ‘자본의 부족’이라는 단점 또한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대기업이 단순히 자금력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헤이딜러를 서비스하는 박진우 PRND 대표는 “대기업에서도 자동차 온라인 경매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시장에 반향은 없다”며 “결국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경매 서비스의 경우도 이미 인터넷 보급과 함께 온라인 서비스가 시장을 주도할 기회가 있었지만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시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또 “부동산 중계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직방이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지우 소프트뱅크코리아 책임심사역은 “이미 해외에서 많은 형태의 서비스가 나타났다”며 “카카오는 물론
스타트업에서도 아이디어의 신선함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 책임은 또 “카카오도 자본력이 있다 뿐이지 O2O 비즈니스에서는 스타트업”이라며 “실행력과
아이디어가 스타트업의 핵심자원인데 서비스를 잘 구현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해외 선진 서비스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에 진출한다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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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통 겪고 있는 온디맨드(On-Demand) 경제,
전통산업과의 접목 및 통합형 서비스 형태로 진화 전망
인터넷산업단 서비스산업개발팀

급속히 성장해 온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 인력 채용 및 비용 등에 대한 문제 직면
▶ 스마트폰의 확산에 발맞춰 O2O 서비스에서 발전된 이른바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다양한 문제가 발현되면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상황
• 온디맨드 서비스는 각종 서비스나 재화가 모바일 네트워크 또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즉각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로서, 우버(Uber)나 리프트(Lyft)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
• 이러한 온디맨드 서비스의 범위가 가사노동, 대출, 법률 자문,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인력 관리나 서비스 품질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건전한 온디맨드 경제 구축을 저해하는
과제로 부상

▶ 온디맨드 서비스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대규모의 인력 투입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검증된 인력을 대규모로 충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 온디맨드 서비스 기업들은 인력 신원 조회를 문제없이 처리하면서 채용 과정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을만한 인력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기 위해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보장해야 하며 같은 업계 경쟁사와도 인력 확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
• 최근에는 고용 인력의 지위에 대한 법적 논란이 가중되면서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비용이 높은
정규직 형태로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다수의 지역 사무소 운영에 따른 관리, 신속한 서비스 응대 등을 위한 운영 비용 증가도 해결 과제 중
하나로 지목
• 온디맨드 서비스는 고객 요구에 대한 빠른 응대가 필수 요건인 만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충 인력을 배정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상당한 재원 투입이
요구
• 또한 물류나 고객 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 같은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사업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경쟁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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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디맨드 서비스, 난제 해결과 더불어 서비스 진화가 동시에 전개될 가능성 고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디맨드 서비스 업계의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직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일례로 근무 희망자의 신원 조회 등을 편리하게 대행하는 첵커(Checkr)와 같은 서비스도 등장하는
등 확대되는 온디맨드 경제에 부응하는 관련 서비스도 등장

▶ 한편, 온디맨드 서비스는 다양한 시장에서 여러 형태로 등장할 전망이며, 전통 산업과 접목된 서비스
등장 가능성도 예측
• 배달을 하지 않던 유명 음식 프랜차이즈 타코벨(Taco Bell)이 배달 주문을 받아 도어대쉬(DoorDash)에
배달 서비스 대행을 위탁하는 것처럼 온디맨드 경제와 접점이 없던 전통 기업들도 온디맨드 경제
트렌드에 동참하고 있는 추세
• 반려동물 산책 서비스인 와기(Wagi)와 같이 서비스의 대상이 되지 않던 분야에서도 온디맨드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며, 꽃 배달, 가구 옮기기, 주차 대행 등 전통적인 서비스와 온디맨드 서비스와 융합된
형태의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온디맨드 경제 성숙에 따라 관련 기업 및 서비스 간의 통합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 하면서
연관된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어 편의를 제공하는 통합형 온디맨드 서비스가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
• 예를 들어 유어메카닉(Your Mechanic)은 현재 고객의 차를 픽업해 오일과 와이퍼를 교환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여기에 보험, 정비, 정비소 상담, 중고차 매매 등 차량 관련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 제기

Reference
1. Tech Crunch, "The future of on-demand: Where are we going, and are we getting a Lyft?", 2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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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O2O 업계, B2B 플랫폼을 둘러싼 경쟁 구도
형성 조짐...업계 불황으로 사업 전망은 불투명
인터넷산업단 서비스산업개발팀

중국 대표 O2O 업체, 가맹점을 타깃으로 한 B2B 사업 전개... 업계 경쟁, B2C에서 B2B로 확산

▶ 최근 중국 O2O 업계의 경쟁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메이투안(Meituan)과 어러머(ele.me) 등 중국 음식
배달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메이저 업체들이 B2B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 메이투안(Meituan)은 지난 2월, 자사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장부 및 상품관리, 경영분석, 고객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B2B 플랫폼 콰이뤼(Wairui, 快驴)를 공개
• 메이투안은 지난 2015년 10월, 음식점 리뷰 서비스를 운영하는 디앤핑(Dianping)과의 합병 이후 기업
소비시장을 신규 사업 타깃으로 설정하고 가맹점의 예산 관리 및 통제를 통해 재무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서비스 상치퉁(Sangchitong, 商企通)을 개시하면서 B2B 영역에 진출
• 외식업계의 기존 B2B 서비스는 단순히 음식점과 물품 공급업체 간의 거래를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불과한데 비해 콰이뤼는 가맹점에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물론 메이투안은 콰이뤼 플랫폼을 통해 가맹점에 식재료, 일회용품, 음료 및 주류 등 주문 상품을
배달해주는 콰이뤼진훠(Wairui Zinhwe, 快驴进货) 서비스도 제공 중

▶ 전문가들은 메이투안이 이처럼 B2B 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로, 최대 경쟁사인 어러머와
경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음식 배달 업계의 경쟁이 B2B 시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어러머는 지난 2015년 10월, 중소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한 식재료 공급 플랫폼인 요우차이(Youchai,
有菜)를 공개하면서 메이투안에 앞서 B2B 시장에 진출
• 요우차이는 중소 음식점과 물류 사업자, 식재료 판매업체가 효율적으로 거래 할 수 있도록 매칭해주는
플랫폼으로서, 음식점 및 음식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 상인들의 원활한 재료 공급을 지원하고
재료 구입비용 절감을 추구
• 어러머의 신 징보(Xin Jingbo) CIO에 따르면, 어러머는 2015년 7월부터 요우차이 베타 서비스를 통해
수익성 및 운영 가능성을 점검했는데, 3개월 동안 8개 도시에서 성사된 거래 규모가 약 400만
위안(7억 1,480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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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러머 측은 요우차이 서비스를 통해 외식 업계에서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채널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음식 배달 서비스나 음식점들의 위생 및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음식배달 O2O 영역의 B2B 사업성과는 미미할 전망...고객층 편중 및 공급업체 부족 등이 주 원인

▶ 음식 배달을 비롯해 외식업계의 B2B 플랫폼들은 공급체인을 보강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플랫폼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
• 중국 매체인 베이징비즈니스투데이(Beijing Business Today, 北京商报网)는 타깃 고객이 특정 고객층에
편중되어 있거나 공급 업체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외식 업계 B2B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
• 중국 요리 협회(China Cuisine Association, 中国烹饪协会)의 지안 중시안(Jiang Junxian) 회장은 중국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와 조미료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외식 업계의 공급체인이 매우
길고 업체 간 이해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공급체인을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
• 실제로 어러머의 요우차이의 경우, 현재 8개의 상품 카테고리 중 4개는 관련 콘텐츠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4개 카테고리 역시 공급업체의 수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B2B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초창기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하지만, 최근 업계
불황으로 오히려 사업 자체를 축소하려는 외식 O2O 업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B2B 사업 역시 발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
• 어러머와 메이투안의 경우에도 일견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복된 업체가 많아
향후 B2B 시장 점령을 위해서는 양사 간 더욱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

Reference
1. Bejing Business Today, "美团上线“快驴”交火饿了么“, 2016.1.23.
2. 亿欧网, "美团上线“快驴”, 可ToB业务只能变美, 不能救命", 201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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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통 유통기업 타깃(Target),
옴니채널 전략에 대규모 자금 투자
인터넷산업단 서비스산업개발팀

타깃, 온라인 주문 증가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 재고 관리 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25억 달러 투자
▶ 미국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대표 사업자인 타깃(Target)이 고객들의 쇼핑 경험 향상을 목표로 매장 내
재고 문제 해결과 옴니채널 사업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최대 25억 달러(2조 9,025억 원)를 투자할
방침
• 타깃의 존 멀리간(John Mulligan) COO(Chief Operationg Officer)는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사업 전략 발표회에서 e커머스를 통해 구매한 상품을 신속하게 배송하기 위한 물류 운영과 오프라인
매장의 재고 품절비율 감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제시
• 특히 온라인 주문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류 창고 활용 방안과 온-오프라인 매장 직원들로 하여금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제품을 찾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세세한 재고 관리 전략까지도 새로
검토해 나갈 방침
• 이를 위한 설비 투자비용으로 타깃은 2016년에만 약 18억 달러(2조 898억 원)를 지출할 예정이며,
2017년부터는 약 20~25억 달러(2조 3,220억~2조 9,025억 원)까지 늘려나갈 계획

▶ 타깃은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수요가 높은
상품들을 중심으로 매장 내 재고 진열 및 관리 방식을 전환할 계획
• 우선 오프라인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군마다 수요가 낮은 상품은 진열대에서 제외시키고 수요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취급함으로써 고객들이 상품 구매 시 겪는 혼란과 매장 내 진열된 제품들의
품절률 감소를 도모
• 타깃은 지금까지 e커머스를 통해 주문한 상품을 배송지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배송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물류 창고를 설립할 필요 없이 제품을 공급해왔으나, 그로 인해 정작 오프라인 매장 내 재고량이
부족해 매장 방문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재고 관리 전략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
• 매장마다의 제품 수요 확인은 각 지점의 직원들이 직접 매장을 둘러보면서 각 제품군의 상품 종류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인기 상품과 비인기 상품을 선별하고, 향후 재고 상품 주문 시 이러한 상품 수요
정보를 반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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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역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e커머스 사업 성장에도 박차

▶ 사실 타깃의 새로운 재고 관리 전략은 e커머스 사업 부문의 급격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모멘텀의
일환
• 타깃의 지난 2015년 4분기 e커머스 매출은 전년 대비 34%나 성장해 전통 유통 사업자로서 선전하고
있지만, e커머스 공룡인 아마존(Amazon)의 경우에는 e커머스 매출이 타깃의 20배나 큰 것으로
집계되어 앞으로 타깃의 e커머스 사업은 더 큰 성장이 절실

▶ 타깃은 아마존과 달리 e커머스 사이트를 고객들의 매장 방문 유입의 통로로 활용함으로써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매출은 물론 전체 수익률 향상을 도모
• 존 멀리간 COO에 따르면, e커머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40% 가량은 온라인상에 재고가 없어 직접
오프라인 매장으로 방문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기간에는 온라인 주문 및 직접 배송에 소요되는 배송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고객들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주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령하는 고객들이 평소보다 60% 가량 증가

▶ 타깃은 온라인 쇼핑 환경을 개선하고 고객들의 모바일 단말 및 비콘 솔루션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간
고객 정보 연계 및 쇼핑 경험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자해 나갈 방침
• 특히 온라인 쇼핑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등 웹사이트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e커머스 영역에서 고객과의 결속 강화를 도모
• 아울러 타깃은 보상 프로그램과 온오프라인 상품 재고 확인 서비스 등 모바일 앱 기반 오프라인 쇼핑
지원 도구를 확충하고, 해당 서비스를 고객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디지털
서비스 도우미(digital service advisers)'를 배치할 계획

Reference
1. Business Insider, "Target is making a major change to its stores“, 2016.3.4.
2. Fortune, "Target Lays Out Multi-Billion Dollar E-Commerce Plan", 2016.3.2.
3. Fortune, "This Is How Target Is Solving Its Out-of-Stock Problems", 2016.3.2.
4. Washington Post, "Target ramps up spending on logistics to win your shopping dollars", 2016.3.2.

19

2016년 3월

동향 보고서

발 행 일 2016년 3월 25일
발 행 및 편 집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산업단 서비스산업개발팀, 정책협력단 인터넷정책팀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Tel 02.405.5118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므로,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KISA Report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