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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Ⅱ-3. 기 업 분석 결과

- 7개 닷컴이 비전, 전략경로에서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나 CEO, 수익모델 등에서는 큰 차이

- 현금흐름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미래에도 확실한 전망을 주는 성공요소를 도출

Ⅱ -2 . 분석 의 틀 : 5 대 기업경 영요소 와 가치혁 신/통합의 전 략 경로

5대 경영요소 CEO, 비전, 사업도메인,수익모델, 경영시스템

가치 혁신 제품, 서비스 또는 전달방식의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

가치 통합 고객, 파트너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가치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

Ⅱ -1. 분석 대 상 : 국 내외 닷컴 7 개사

매출, 시가총액, 브랜드력 등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AOL, 아마존, 야후, eBay, 다음커뮤니

케이션, 새롬기술, 옥션을 선정

Ⅰ . 닷 컴 기 업 의 개 념 과 현 위 상

- 닷컴기업 : e-비즈니스를 주로 영위하는 기업

- 현 위상 : 인터넷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라 구조재편이 진행중

Ⅲ . 시사점 : 닷 컴기업 의 성공모 델 (V alue Innovation Ac tivity M odel)

경영요소 전략 포커스 내 용

CEO
인터넷과 전통적 경영에

정통한 Rule Maker

▲e-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시장을 리드하는 Creator형 경영인

▲전문 경영 능력과 경륜을 겸비해 경영의 고도화 완수

비전
고객과 일체화가 되는

Community Success

▲고객과의 일체화를 통해 커뮤니티 성공을 리드

▲Community(닷컴+고객) Success가 곧 닷컴의 성공으로 직결

사업
도메인

지속적인 고객가치 혁신

으로 커뮤니티 케어

▲고객의 온라인,오프라인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하여 가치를 혁신

핵심역량,가치 혁신

지향의 다각화

▲특정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했던 특화 지양, 종합화 지향

▲인접 사업영역으로 관련 다각화함으로써 커뮤니티케어러로 변신

수익
모델

업그레이드 지속,

현금흐름 최우선시

▲캐피털리스트, B2B, 제조업 겸업 등으로 수익원 확충에 총력

▲온라인 통합과 토털서비스로 유료 복합 모델 실현, 수익성 제고

경영
시스템

가치네트워크 통합

(레버리지/소싱 극대화)

▲닷컴식 구조조정에 전념하고 「레버리지」및 소싱을 극대화

▲사회 네트워크 통합으로 주요 경쟁자, 협력자 등과 연합 강화

성공적인 닷컴 기업의 경영전략 (요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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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닷컴기업의 개념과 현 위상

닷컴기업의 정의

□ 닷컴기업은 ‘e-비즈니스를 주력으로 영위하는 기업’

- 본 보고서에서는 태생(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e-비즈니스가

전체 사업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닷컴기업으로 규정

닷컴기업의 현 위상

□ 닷컴기업의 현 위기상황은 인터넷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른 자연스런 ‘成長

痛’

- 현재는 닷컴기업 발전단계중 「경영 고도화」 단계를 통과하는 중으로,

이 과정에서 일부 경쟁력이 약한 닷컴기업들이 퇴조

- 건전한 수익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인 초경쟁

(hyper-competition) 단계에서 퇴출이 불가피

닷컴기업의 발전 단계

혁신

Innovation

자본 조달

Capitalization

경영 고도화

Management

초경쟁

Hyp erco m pe titi on

통합

Consolidation

반도체·S/W·인터

넷 기술

통합

전문 벤처 캐피

탈 회사 등장

창업자중심

경영으로

전문경영인

영입 부진

M&A 및 '결별'

일상화,

고객 요구와 압박

의 강도 강화

컨텐츠·서비스

차별화로 틈새시

장 공략

발전 단계

인 터넷

新 경제

시장의

크기

시간

국내닷컴

해외선진닷컴

2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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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공적 닷컴기업의 경영전략

분석 대상

□ 각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닷컴기업 중에서 매출액과 시가총

액 등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선정

- 해외 닷컴기업 :「포천 e-50」에 포함된 e-Company 19개사 중에서 선

정

- 국내 닷컴기업 : 골드만 삭스가「한국 인터넷산업 보고서(2000.5)」에서

선정한 각 분야의 대표적 닷컴기업 중에서 선정

분석대상 국내외 닷컴기업 7개사

AOL 아마존 야후 eBay 다음 새롬 옥션

비즈니스 커뮤니티 중개 커뮤니티 경매 커뮤니티 인터넷폰 경매

매출액 69억$ 16억$ 5억9천만$ 2억2천만$ 77억원 262억원 14억원

시가총액 1,220억$ 100억$ 699억$ 131억$ 8,700억원 1조500억 3,990억원

* 주 : 시가총액은 해외사는 2000년 7월 31일 현재, 국내사는 2000년 8월 2일 현재

분석의 틀

□ 닷컴기업의 경영 특성을 핵심적 경영요소인 ▷ CEO ▷ 비전 ▷ 사업도메

인 ▷ 수익모델 ▷ 경영시스템의 다섯가지 변수를 통해 파악

- 경영요소의 강약점을 고객가치 혁신(customer value innovation)의 관점

에서 분석

ㆍ고객가치혁신에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value creation)하거나 기존의 가

치를 개선(value improvement)하는 두가지 경로가 존재

성공적인 닷컴 기업의 경영전략 (요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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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객가치 혁신은 매출, 이익 등 기업성과의 향상을 통해 기업가치 혁신으

로 귀결

분석의 틀 :「Value Innovation Activity Analysis」

Customer Value

Company Value

·Value Creation

·Value Improvement
·Revenue/

Profit

기업경영의 기본요소

ㆍCEO

ㆍ비전

ㆍ사업도메인

ㆍ수익모델

ㆍ경영시스템

분석 결과 : 성공적 닷컴기업의 특성

□ 성공적 닷컴기업들은 각 경영요소별로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

- 5대 경영요소 중에서도 특히 비전, 도메인에서는 거의 동일

- 단 CEO, 수익모델, 경영시스템 등에서는 다소 격차가 나타났으며, 일부

닷컴기업은 취약한 내부 구조와 역량의 한계를 노출

- 전략의 변화경로에서는, 대부분이 커뮤니티 케어러(community carer)로

이행중이며, 향후 이들은 토털 서비스를 내세우는 전통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4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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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요소별 성공적 닷컴기업의 특성 평가

경영요소 특 성 AOL 아마존 야후 eBay 다음 새롬 옥션

CEO
·인터넷과 전통적 경영에

도 정통한 Rule Maker Ｏ △ Ｏ Ｏ △ △ △

비전
·고객과 일체화가 되는

Community Success Ｏ Ｏ Ｏ Ｏ Ｏ Ｏ △

사업

도메인

·지속적인 고객가치 혁신
으로 커뮤니티 케어

·핵심역량,가치혁신 지향
의 다각화

Ｏ Ｏ Ｏ △ Ｏ Ｏ △

수익모델
·업그레이드 지속,
·현금흐름 최우선시 Ｏ △ Ｏ Ｏ △ △ Ｏ

경영

시스템

가치네트워크 통합
(레버리지/소싱 극대화) Ｏ × Ｏ Ｏ △ △ Ｏ

전략경로
전략적 방향을 커뮤니티

케어러로 설정
Ｏ Ｏ Ｏ Ｏ △ △ ×

* Ｏ: 부합, △: 어느 정도 부합, ×: 부합되지 않음

Ⅲ. 닷컴기업의 성공모델

□ 성공적 닷컴기업에 대한 특성분석을 통해 각 경영요소에 대응하는 6가지

전략방향을 도출

- 각각의 경영요소, 전략방향, 경영목표를 상호관련성에 입각하여 종합하여

닷컴기업의 성공모델을 제시

1 . CEO : 인터 넷과 전통 적 경 영에 도 정 통한 「 Rule M aker」

□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식견과 안목에 기반한 시장 개척자형의 자질과, 동시에

내실있는 경영관리 능력 등 양면적 역량을 보유

- e-비즈니스의 Rule Maker : 업계 선두주자의 전략을 따라가는 추종자

(Follower)가 아니라 전문성과 미래 예측력을 갖추고 확실한 기술이나

성공적인 닷컴 기업의 경영전략 (요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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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로 시장 재편과 창출을 주도하는 Rule Maker의 자질을 보유

- 전통적 경영능력과 경륜을 겸비 : 닷컴기업 자체의 규모와 범위가 커지고

전통 대기업과 경쟁상태에 처하게 되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경영인의 자질이 요망

2 . 비전 : 고 객과 일체 화하 는 「 Community Success」

□ e-비즈니스의 성공은 커뮤니티의 다양한 상업적ㆍ사회적 욕구의 충족 여부

에 좌우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커뮤니티간의 긴밀한 교류와 일체감 형

성 등 공감의 경영이 필요

가상공간(virtual space)의 선순환 과정

콘텐츠(Contents)의

향상·다양화

공동체(Community)의

확대·분화

다양하고 수익성 높은 거래

(Commerce)의 실현

3 . 사업 도 메인 : 커뮤 니티 케어 러를 지향

□ 성공적 닷컴기업들은 공통적으로 고객 관계의 확대ㆍ심화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러(Community Carer)를 지향

- 가상사회의 3대 가치원천인 거래(Commerce)ㆍ컨텐츠(Contents)ㆍ커뮤니

티(Commu nity)상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다각화를 추진

6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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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가치개선활동은 물론 한 단계 강화된 가치 창조활동을 통해 고

객케어 사업으로 진화

닷컴기업의 다각화 모델

고객 가치

혁 신

Commerce

역량을 활용한

다각화

Contents

역량을 활용한

다각화

Community

역량을 활용한

다각화

□ 관련 사업도메인의 신속한 선정과 선제적인 실행이 중요

- 가상사회의 소비자들은 과거 전통경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

고 신속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급자와 제품ㆍ서비스를 선택

ㆍ 전통 경제에 비해 고객선점의 효과가 보다 극명하게 나타남

4 . 수익 모델 : 업 그레이 드 지속 , 현금 흐름 최우 선시

□ 전통기업과 마찬가지로 닷컴기업 가치평가의 핵심은 현금흐름에 입각한 수

익성

- 커뮤니티의 사업성 및 가치의 상승작용을 통해 기업가치를 비약적으로 증

대시킬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됨

성공적인 닷컴 기업의 경영전략 (요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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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이익모델의 업그레이드와 동시에 이익모델간 융합(Hybrid Model)을

추진

- 독립적으로 발전해온 콘텐츠(야후), 커뮤니티(Geocity), 커머스(아마존)간

에 인수합병이 활성화되는 등 비즈니스 모델간 융합이 본격화

- 온라인 커머스 모델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오프라인 커머스 모델과의

연계도 활발

ㆍAOL+타임워너, 야후+포드, AOL+GM 등

3C(Commerce,Contents,Community)와 기업가치의 상관 관계

Commerce

Contents

Community

고객가치 혁신(새로운 개념의 제품·서비스,

아웃소싱·제휴로 효율화, 컨텐츠 강화, 분사 등)

다양한 컨텐츠 무료 제공,
자발적 생성 촉진

아웃소싱, 제휴, M&A를 통한

확장, 고객가치 혁신과 연계

커뮤니티 가치

기업가치,

미래 영업현금흐름

5 . 경영 시스 템 : 가치네 트워 크 통합 (레 버리 지/소 싱 극 대화 )

□ 제휴와 합작은 물론 결별의 적절한 구사를 통해 역동하는 시장 흐름에 능

동적으로 대처

- 닷컴기업의 발전단계상 경영고도화 단계에서는 시장선점과 역량구축을 위

한 제휴와 합작이 당면 과제

- 레버리지(Leverage) 극대화: 인터넷 인프라와 자금, 시설 등 외부 자원을

공유, 활용

8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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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싱(Sourcing) 극대화: 인력과 업무 프로세스의 직접 보유를 피하고 간

접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머리와 금고만으로 경량화ㆍ슬림화된 가상 기업

(Virtual Company) 실현

□ 가치네트워크의 통합을 통해 고객, 파트너 등과 함께 가상사회 내에서 자생

력을 지닌 비즈니스 생태계(Ecosystem)를 창출

- 파트너는 공급업체, 경쟁사 및 자사의 제품ㆍ서비스를 보완하고 효용성을

제고하는 보완그룹(complementary player)을 포괄

가상공간과 가치네트워크

기업

경쟁자

공급업체

보완그룹

고객

가치 네트워크

(비지 니스 생태계)

가상공간

□ 가치네트워크 상의 단순 공급자(Provider)로부터 지식ㆍ정보ㆍ자원의 흐름

을 통합ㆍ조정할 수 있는 통합자(Integrator)로의 변신이 필요

- 파트너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등 네트워크 유지에 주력

- 핵심역량의 구축과 함께 다른 필요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교한 제휴전략

을 바탕으로 역량의 Pool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

- 생태계 변화를 기민하게 포착하는 신경망을 구축하고 생태계의 모듈화를

통해 스피디한 변신능력을 확보

성공적인 닷컴 기업의 경영전략 (요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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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요소별 전략방향 요약

경영요소
경영요소별

전략방향
내용

CEO
인터넷과 전통적 경영에

도 정통한 Rule Maker

▲e-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식견과 안목이 높고 시장

을 개척할 수 있는 Creator형 요구

▲동시에 경영의 기초 능력과 경륜을 겸비해 경영의

고도화 완수

비전
고객과 일체화가 되는

Community Success

▲고객의 참여가 진일보하여 닷컴과 일체화가 진전

되면서 한단계 승격한 뉴 닷컴이 성립

▲닷컴이 커뮤니티 성공을 리드하는 것으로 변화 -

Community(닷컴+고객) Success

사업

도메인

지속적인 고객가치 혁신

으로 커뮤니티 케어

▲주무대인 온라인 영역에서 다각화를 선행, Mixed

Domain을 통한 허브ㆍ수퍼 포털을 추진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가치를 새롭게 혁신

핵심역량,가치혁신

지향의 다각화

▲특정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만들었던 전문화

에서 탈피, 종합화 지향

▲인접 사업영역으로 다각화하고 확장함으로써

「커뮤니티 케어러」로 변신

수익모델
업그레이드 지속,

Cash Flow 최우선시

▲기존 모델의 업그레이드를 지속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캐피털리스트 겸업, B2B

겸업, 제조업 겸업 등으로 수익성 제고에 총력

▲온라인 통합을 통한 원 스톱 서비스로 안정된 유

료 복합 프리미엄 추구

▲퓨전마케팅, 공동브랜드 등을 통한 오프라인 부문

과의 결합 강화

경영

시스템

가치네트워크 통합

(레버리지 /소싱 극대화)

▲비용 절감 등 내실화 경영을 위해 슬림화와 핵심

역량 정예화등 닷컴식 구조조정에 주력

▲외부 e-비즈니스 인프라 및 전문가 확충 추세를

활용하여 자원을 셰어하는「레버리지」및 소싱을

극대화

▲머리와 금고만 있는 가상 기업 조직 실현

▲사회 네트워크 통합: 사이버 장터보다 더 큰 사회

네트워크안에서 주요경쟁자 및 complementary

player 등과 연합해 전력을 강화하고 위험을 관리

함으로써 일부 적대적 분위기로 인해 반독점 제소

를 당한 마이크로 소프트의 사례 예방

10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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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닷컴기업의 개념과 현 위상

1 . 닷컴 기업 의 정 의

□ 닷컴기업은 ‘e-비즈니스를 주력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정

- 본 보고서에서는 태생(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e-비즈니스가

전체 사업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닷컴기업으로 규정

ㆍ이 경우 IBM, HP, Cisco, Intel 등도 닷컴으로 간주

- e- 비즈니스는 IT(Internet Technology)를 활용하여 기업의 주요 비즈

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IBM의 정의)

IBM이 보는 e-비즈니스의 형태

◇ 구매, 생산, 판매 등 핵심적인 프로세스를 전환

◇ 신축적이고 광범위한 e-비즈니스의 응용을 실현

◇ 측정할 수 있고 실효성있고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

◇ E-비즈니스 시스템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다시 활용해 비즈니스에 적용

<http://www.ibm.com/e-business/info/>

□ 닷컴기업의 생성은 160년 역사를 가진 미국 실리콘 밸리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

- 현재의 실리콘밸리는 1839년 존 수터 선장의 농장에서 골드러시가 시작

되면서 출발

- 그로부터 100년 뒤인 1939년 닷컴의 시조기업인 휴렛패커드 창업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미의 닷컴기업은 1994년 이후 인터넷의 대중화를 선도한

넷스케이프, 야후, 아마존 등 닷컴 1세대 기업의 화려한 데뷔와 함께 출현

12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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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컴기업 생성의 前史(Pre-History)

실리콘 밸리의 태동

1839년 존 수터 선장의 농장에서 황금

덩어리 발견, 골드 러시 시작

사회, 경제적 인프라 구축

리랜드 스탠포드(스탠포드대학 설립자) 등

의 금광 벤처 지원비즈니스 성황

닷컴의 시조격인 HP 창업(1939)

프레데릭 터먼의 후원으로 휴렛과

패커드가 HP 창업. 오디오 발진기

(oscillator) 등 무선통신기기 개발

월트 디즈니사가

<환타지아>제작을

위해 HP200B 발진

기 구매

트랜지스터 탄생

(1947)

뉴저지 벨연구소

에서 바딘과 브래

튼이 발명.

훗날 원료가 게르

마늄에서 실리콘

으로 교체
컴퓨터 에니악 탄생

(1946), 펜실바니아

대학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1956)의

노이스, 무어 등 ‘8인의 배신자’

가 독립, 인텔 창업(68)

인텔의 메모리 칩(69) 생산,

기계 두뇌의 축소판 CPU(마이

크로프로세스로 명명) 개발

(71), 최초의 마이크로프로세

스 <4004> 등장

인텔의 <8008>로 차량 흐름

조사 기계를 만들던 빌 게이

츠와 폴 앨런이 마이크로소

프트 설립(75), 윈도우(애플

의 GUI기술 응용) 개발

개리 킬달이 인텔

4004를 이용하여 DOS

개발했으나 IBM이 인

수 거부, 결국 마이크로

소프트가 MS-DOS로

변경해 IBM과 거래
스티브 잡스, 스티브 우즈

가 애플사 창업(76), 애플

I,II등 PC 개발, 제록스의

PARC 연구 성과를 기초

로 GUI(Graphic User

Interface)개발, 데스크탑

실현

웹 브라우저 넷스케이

프 (99년 AOL에 합병)
검색 엔진 야후(95)

최초의 인터넷 상거래 업

체 아마존(95)

DB 소프트웨어의

오라클(77)

무료 음악 파일 교환

냅스터 확산(2000)

1994년 인터넷 대중화

성공적인 닷컴 기업의 경영전략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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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닷컴 기업 의 현 위 상

닷컴 위기의 심화

□ 2000년 3월말부터 시작된 닷컴의 주가 하락이 5개월째 장기화되면서 위기

론이 팽배

- 5000을 돌파했던 나스닥 지수가 3000선까지 떨어지면서 인터넷 기업의

주가 버블론이 확산

ㆍ3월초 나스닥 지수가 5000을 돌파하며 인터넷 주식의 투자열기가 최고

조에 달했으나 5월말에는 최고치 대비 37%이상이 하락한 3000수준까지

하락

- 각 분야의 성공적인 닷컴기업을 대상으로 한 포천 e-50지수도 하락을 거

듭하면서 아마존과 같은 유명 닷컴기업들도 위기에 봉착

포천 e-50 지수 변화 (99.7~2000.7)

14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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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e-50

□ 포천이 인터넷 경제의 지표로 삼기 위해 e-Company 19개(AOL,아마존, 야후,

eBay등), 네트워크 S/W 및 서비스 기업 15개(MS, 오라클, 아리바 등), 네트

워크 H/W 기업 12개(IBM, 인텔, EMC 등),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기업 4개

(AT&T,MCI월드콤, 퀘스트, 글로벌 크로싱) 등 50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1999년말부터 게재.

□ 분석 방법은 개별기업의 시장가치 변동을 토대로 집계

- AT&T의 경우 전체 사업 영역중 인터넷 관련 통신사업만 포함하는 등 E-비

즈니스와 연관된 성과만 반영

□ e-50중 가장 성과가 좋은 기업은 B2B 전문 포털인 VerticalNet

□ 주가하락에따라 닷컴의 도산과 사업 철수가 연쇄적으로 발생

- 영국의 인터넷 의류업체인 Boo.com은 창업 1년 반만에 1억 3천만달러의

자금을 소진하고 2000년 5월에 도산

ㆍ벤처 캐피털리스트 등 투자자들이 향후 성장성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면

서 추가 투자를 중단한 것이 원인

최근 도산ㆍ철수한 닷컴기업

닷컴 기업 사업 도메인 해고인력(명)

Boo.com 의류 판매업체 400

Petstore.com 애완동물 판매업체 200

Reel.com 헐리우드 영화 판매업체 200

Digital 10대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200

Toysmart.com 장난감 판매업체 170

APBNews.com 범죄 관련 뉴스 제공 140

Programs Inc 자연식품 판매업체 111

자료: http://cgi.cnnfn.com/output/pfv/2000/06/30/career/q_dotcomayoffs/

- 국내 알짜마트(www.alzzamart.com)의 실패도 78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들

성공적인 닷컴 기업의 경영전략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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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용자금 20억원의 추가 투자를 거절한 결과

ㆍ알짜마트는 99년 11월 지역친화형 쇼핑몰을 표방하고 350여개의 가맹점

을 확보했으며 국내 전자상거래 탑 10 사이트에 들 정도로 초기 성과는

고무적

□ 닷컴기업의 빈인빈 부익부 심화

- 「Rule Maker」로 통칭되는 각 업종내 소수 선도업체는 고객 및 투자 자

금의 러시를 불러일으키면서 확고한 이익 모델을 구축

- 「추종업체」로 분류되는 후발주자 및 다수 약자는 현금 순환이 막힌 채

고전

닷컴 위기의 주요 증상

□ 투자자의 외면과 적자 지속으로 인해 현금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

- 미국에 상장된 371개 인터넷 기업중 74%가 현금흐름에서 적자

- 올해 3월 Pegasus(조사기관)는 207개 분석대상 닷컴기업중 51개가 12개

월 내에 현금을 모두 소진할 것이라고 발표

ㆍ현금소진율(Burn Rate)은 영업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EBITDA(세전이익

+감가상각)와 현재의 현금잔고 상태를 고려하여 계산

□ 투자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수익원천이 불투명

- 투자자는 “1~2년 더 기다려 달라 ”는 신생 닷컴기업의 요청을 거절하고

철수

- 투자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투자금 중도회수 및 투자축소에 들어간 상

태이며 확실한 수익성이 보이지 않으면 외면

16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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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컴기업과 투자자측이 가치평가를 둘러싸고 심판관 없는 소모전을 되풀이

- 기업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개별적 판단이 주류

·아마존의 기업가치는 최고시가총액 약 400억 달러와는 달리 55억∼98억

달러로 추정

아마존의 주가평가 비교

DCF

(현금할인법)
P/E ratio Schwartz

8월 4일

종가

최고시점

(99.12초)

주가(달러) 27.37 27.71 12.42 32.5 113.00

기업가치(억

달러) 96.30 97.50 54.57 116 397.52

주: 1) P/E ratio의 경우 아마존의 매출 성장률을 46%로 가정하여 계산하고

발행주식은 351.7백만주를 기준

2) Schwarts 방식은 96년부터 99년 3/4분기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통해

변수들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10만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업가치를 산정

□ 창업자 그룹의 역량만으로는 중대형 닷컴기업을 감당하기에 무리

- 넷 세대가 주축인 초기 창업자들은 실제 경영과정에서 많은 애로에 봉착

하고 일부는 좌절

- 전문 경영자의 외부 영입 등 획기적인 방안의 마련도 쉽지 않음

닷컴기업의 현 위상

□ 닷컴기업의 현 위기상황은 인터넷 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른 자연스런 ‘成長

痛’

- 美 UC 버클리大 할 배리언 교수의 5단계 닷컴기업발전단계론에 따르면

닷컴기업도 구경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5단계의 성장과정을 경유

성공적인 닷컴 기업의 경영전략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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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L, 야후 등 일부 선진 닷컴기업은 「생성~혁신~자본조달~경영고도

화」를 거쳐 4단계인 초경쟁(hypercompetition)의 초입 단계에 갓 진입

- 다음 커뮤니케이션, 새롬기술 등을 비롯한 국내 대부분의 닷컴기업은 경

영의 고도화 단계

□ 현단계를 통과하는 닷컴은 차세대 단계인 경쟁단계에서 상존할 수 있는 성

공모델이 필요

- 경영 고도화 단계에서는 전문 경영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닷컴기업의 거

품이 일시에 빠지면서 시장 전체로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

- 따라서 살아남는 닷컴기업으로서는 차세대 단계 준비에 전력투구할 시점

닷컴기업의 발전 단계

시장의

크기

시간

혁신

Innovation

자본 조달

Capitalization

경영 고도화

M anagement

초경쟁

H yp erc om p etit ion

통합

Consolidation

반도체·S/W·인터

넷 기술

통합

전문 벤처 캐피

탈 회사 등장

대다수 닷컴 전

문경영인 영입

부진, 창업자

중심 경영

M&A 및 ‘결별’일

상화,

고객 요구와 압박

강도 강화

MS 독금법 위

반, 컨텐츠·서비

스 차별화로 틈

새시장 공략

전신·자동차·라디

오 등 발명

지방 소형 은행

이 주 자금원

전문경영인 영

입, 수익·브랜드

·고객확보 전략

개발

M&A 완성 단계,

비용절감 우선한

리스터럭처링

확대

스탠더드 오일과

AT&T 독금법

위반, 고객차별

화로 틈새시장

공략

발전 단 계

인터 넷

新경 제

국내닷컴기업

해외선진닷컴기

업

舊경 제

18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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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컴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초단기 투자 행동이 위기론을 증폭

- ‘닷컴기업이 비상구’라는 식의 과도한 낙관론이 시장상황 악화로 인해 ‘모

든 것이 붕괴한다’는 식의 과도한 비관론으로 급전

- 견실한 전통기업에 대한 일방적 외면도 전체 경제의 균형적 성장에 악

영향

□ 여러가지 위기적 증상에도 불구하고 닷컴기업 비즈니스 전체의 양적, 질적

발전은 지속적으로 진행중

- 벤처 지정 수, 벤처 투자 실적 등은 2000년 상반기중 꾸준히 증가

-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벤처 기업이 증가하는 한편 우량 닷컴기업의 매출

액 및 순이익도 호전되는 징후 뚜렷

- 닷컴기업의 진정한 경쟁력과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증대

정부가 파악한 닷컴기업 위기론 반박 지표들

닷컴기업 측정 기준들 2000년 1999년 비고

벤처 지정

2,176개(2000.1~5월,

월평균 435개)

누계: 7,110개

2,892개(99년 전체, 월

평균 241개)

2,042개

(98년,월 255개)

매출액
2조4,383억원

(2000년 상반기)

1조5,009억원

(99년 상반기)
62.5% 증가

당기순이익
7,226억원(2000년 연

간 매출액 추정)
3,295억원(99년) 119.3% 증가

수출액
2조3,670억원 (2000년

연간 매출액 추정)
1조374억원(99년) 128.2% 증가

종업원수
19,221명(2000년 연간

매출액 추정)
14,621명(99년) 31.5% 증가

코스닥 신규 등록 기업 32개사(2000.6~7월) 10개사(2000.1~3월)
월평균대비 220% 증

가

성공적인 닷컴 기업의 경영전략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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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 공모가
21,977원/주

(2000.6~7월)

27,994원/주

(2000.1~3월)

월평균대비 21.5% 감

소

벤처 평균 공모가
24,283원/주

(2000.6~7월)

27,512원/주

(2000.1~3월)

월평균대비 11.7% 감

소

벤처 캐피털 신규 등록 50(2000년 상반기)
26(99년),

81(98년 이전)
현재 총계 151개

벤처 캐피털 등록 취소 1((2000년 상반기) 11(99년), 9(98년 이전) 합계 21개

벤처 캐피털 등록 누계 137(2000년 상반기) 87(99년), 72(98년) 현재 137개

벤처 캐피털 투자 재원

(창투사자본금+창투조합

결성금+정부재정융자)

4조 1,286억원

(2000년 상반기말)
2조 7,918억원(99년말)

48% 증가

벤처 캐피털 투자 업체/

실적

174(2000.1월),

155(2월),184(3월),

302(4월)

투자실적:1,269억원

(2000.1),1,015억(2월

),1,830억(3월),2,384억

창투 조합 신규 결성 101개(2000년 상반기)
82(99년),

117(98년이전)
합계: 300

창투 조합 결성금액 6,942억(2000 상반기)
4,618억(99년),

1조695억(98년 이전)
누계: 2조2,255억

창투 조합 해산 2(2000 상반기)
26(99년),

24(98년 이전)

자료: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 <닷컴 위기론 근거 있나?> 2000.7.

Ⅱ. 성공적 닷컴기업의 경영전략

1 . 분석 대상 : 매 출, 시 장가 치 등 경영 성과 를 기준으 로 활용

해외 선진닷컴기업은 「포천 e-50」에서 선정

□ 다양한 질적ㆍ양적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외 선진닷컴기업의 대

표 주자를 AOL, 아마존, 야후, e Bay 등 4개로 압축

- AOL은 「전화선 커뮤니케이션 → 모뎀을 통한 PC 통신→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티 서비스 →유무선 네트워크 사업」 등 성공적인 디지털 진화과

정을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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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과 야후, eBay 등은 모두 1994~95년 인터넷 대중화 초기에 창업

해 인터넷 비즈니스 및 전자 상거래 발전에 크게 기여

ㆍ아마존은 적자 행진을 계속하는 등 이익 모델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

도 했으나 운용부문 이익(Operating Gain)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

해외 닷컴기업 4개사

회사명 주수입원

비즈

니스

모델

연간매출

(백만달

러)

당기순이

익(백만달

러)

시장가치

(10억달

러,2000.

7.31)

종업원수

(2000년 5월)

IPO시

기

창립

연도

AOL

서비스 임

대수입/회

비

커뮤니티

형

6,886

(연간,

2000.6월

말)

1,232

(연간,

2000.6월

말)

122.9 B 12,100 92.3. 85

아마존 판매마진 중개형
1,639.8

(99년말)
(720.0) 10.6 B 2,100 97.5. 94

야후
광고수입,

회비

커뮤니티

형

588.6

(99년말)
61.1 69.9 B 803 96.4. 95

eBay 판매마진 경매형 224.7 10.8 13.1 B 138 98.9. 95

자료: 포천 e-50 (www.fortune.com)

국내 선진 닷컴기업은 분야별 대표 업체를 선정

□ 국내 닷컴기업의 경우 다음, 새롬, 옥션 등 3개를 대표적 기업으로 선정

- 커뮤니티 포털의 다음, 전화사업중심 포털의 새롬, 경매 상거래의 옥션 등

은 각각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 국내 최강자이자 지배적 위치 확보

- 골드만삭스도 한국 인터넷 산업의 분석을 위해 알렉사, 인터넷메트릭스,

아르파넷의 100hot 코리아메트릭스 등 여러 통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다

음, 새롬, 옥션 등을 대표적인 업체로 선정

성공적인 닷컴 기업의 경영전략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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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 삭스가 분류 및 선정한 한국의 대표적 닷컴기업들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 주요 업체명

인터넷 접속

광대역 KT, 하나로, 두루넷, 드림라인, 데이콤, 온세

전화선 임대 KT, 하나로, 두루넷, 드림라인, 데이콤

전화선ISP 천리안, 한통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넷츠고

포 털

검색엔진 중심 야후코리아, 라이코스코리아, 심마니, 한미르, 엠파스

커뮤니티 중심 다음 , 한소프트(예카, 네띠앙, 스카이러브), 신비로, 골드뱅크

콘텐츠 중심 디지틀조선, 팍스넷, 씽크풀, MBC, SBS, 한게임, 코네스

전화사업 중심 새롬 , 웹투폰, 넥스텔

상거래

B2C 삼성물산, 한솔CSN, 인터파크, 39쇼핑, LG홈쇼핑, 바이엔조이,e하이텔

B2B 삼성물산, SK상사, 현대상사, LG상사, 한솔CSN

경매 옥션 , 이세일, 와와, 셀피아

자료 : GSOK(골드만삭스의 한국인터넷 보고서)③-한국 인터넷의 힘, 2000.5

2 . 분석 의 틀

□ 닷컴기업의 경영 특성을 핵심적 경영 요소인 ▷ CEO ▷ 비전 ▷ 사업도메

인 ▷ 이익모델 ▷ 경영시스템과, 동태적 변수인 ▷ 향후 전략의 변화경로

의 여섯가지 변수를 통해 파악

- CEO : CEO의 능력, 품성, 리더십(Strategic Focusing)

- 비전 :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업이 종업원, 고객,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하는가에 초점

- 사업영역 :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영역

- 수익모델 : 수익원천의 확보와 경쟁우위 획득의 구체적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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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시스템 : 경영자원, 조직, 프로세스, 문화

□ 가치의 혁신과 창조를 통해 창출된「고객의 가치」가 「닷컴기업의 기업가

치」를 좌우

- 가상공간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이에 공감하는 커뮤니티

가 발생하면, 역으로 닷컴기업의 기업가치가 향상되는 선순환 발생

닷컴기업 분석의 틀 개념도

Customer Value

Company Value

·Value Creation

·Value Improvement ·Revenue/

Profit

기업의 기본 경영 요소

ㆍ CEO

ㆍ비전

ㆍ사업도메인

ㆍ수익모델

ㆍ경영시스템

□ 닷컴기업의 사업전략 유형을, 가치 혁신과 가치 통합을 두 축으로 파악

-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동태적 관점에서 변화경로(Change Path)를 분

석

① Community Carer : 파격적 혁신으로 전례없는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고객접점을 장악하고 가치사슬 전반을 통제

② Network Former : 혁신적 활동을 통해 신가치를 창출하면서 가치사슬

의 특정 부위에 입지하여 틈새시장을 공략

③ Value Chain Integrator : 기존 활동의 개선을 추구하면서, 고객접점에서

가치사슬 전체를 통제하는 시장통합에 주력

④ Value Chain Vendor : 개선활동에 안주하면서 가치사슬의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에 국한

성공적인 닷컴 기업의 경영전략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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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컴기업의 전략 유형

가치통합(Value
In tegration)의 정도

高

低

④ V alue Chain

Provider

② Network

Former

① Community

Carer

③ V alue Chain

Integrator

低 高가치혁신(Value

Innovation)의 정도

value

improver

value

creator

value

integrator

value

provider

3 . 성공 적 닷컴기 업의 특 성

□ 분석대상 중 AOL, 야후, eBay는 다방면의 능력 과시

- 아마존은 초기 비전과 사업도메인 설정 면에서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이루

었으나 CEO 전문성과 이익모델의 완성도 등의 측면에서는 취약

- 다음, 새롬, 옥션 등은 가치혁신의 기준에서는 성공적이나 시장내 경쟁자

및 협력자와의 연합 등 가치통합면에서는 수준 미달

□ 7개 성공적인 닷컴기업들의 특질과 전략적 포커스를 종합, 최상의 닷컴기

업 모델 을 도출

- 현단계 닷컴기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가는 국내외 선진 닷컴기업들의

각 경영요소별 특질들의 최적 조합을 도출

24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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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닷컴기업의 특성과 성공 요소

□ 선도적 닷컴기업은, 정도의 차이를 보이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각 경영요소

별 최적 특성들을 보유

- 7개 닷컴기업은 비전과 사업 도메인 등 기본적인 전략적 방향의 측면에서

는 대체로 선도적인 특성을 공유

- CEO, 수익모델, 경영시스템 등 경영성과와 직결되는 요소에서는 다소 격

차를 노출

- 전략경로에서는 대부분이 커뮤니티 케어러로 이행중이며 향후 이들은 토

털 서비스를 내세우는 각 닷컴기업들간, 그리고 전통기업과도 치열한 경

쟁이 시장 구분없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경영 요소별 7개 성공적 닷컴기업의 경영요소별 평가

경영요소 특성 AOL 아마존 야후 eBay 다음 새롬 옥션

CEO
인터넷과 전통적 경영에
도 정통한 Rule Maker Ｏ △ Ｏ Ｏ △ △ △

비전 고객과 일체화가 되는
Community Success

Ｏ Ｏ Ｏ Ｏ Ｏ Ｏ △

사업도메인

지속적인 고객가치 혁신
으로 커뮤니티 케어/
핵심역량,가치혁신
지향의 다각화

Ｏ Ｏ Ｏ △ Ｏ Ｏ △

수익모델
업그레이드 지속,
Cash Flow 최우선시 Ｏ △ Ｏ Ｏ △ △ Ｏ

경영시스템
가치네트워크 통합
(레버리지/소싱 극대화) Ｏ × Ｏ Ｏ △ △ Ｏ

전략경로
전략적 방향을 커뮤니티

케어러로 설정
Ｏ Ｏ Ｏ Ｏ △ △ ×

주: 'Ｏ'는 우수, '△'는 보통, '×'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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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성공적 닷컴기업의 주요 특징들

경영요소 AO L 아마존 야후 eBay 다음 새롬 옥션

CEO

스티브 케이스

-Anarchist,

Populist,

apitalist

-6세때 사업

-쌍방향 미디어

에 승부
-Rule Maker

제프 베조스

-닷컴 초대대통령

감

-경영능력 취약

-확장 일변도의 단

순 전략 의존

팀 쿠글

-95년부터 전문

경영인

-수퍼 포털 전략

일관

-대형 합병같은 빅

딜은 불허

마가렛 휘트먼

-창업3년만에 전

문 마케터 영입

-브랜드력 강화에

초점

이재웅

-유럽풍 세련됨

-미디어 전문가들

이 보좌

-새로운 발상 소스

오상수

-영어능통

-Emperor형

-통 큰 스타일

-가족경영

이금룡/오혁

-전문경영인과 창

업자의 동거

-역할분담으로 시

너지 기대

비전

쌍방향성, 책임,
커뮤니티로 고

객을 상대

최상의 쇼핑 경험
을 선사

포털을 통한 고객
가치 극대화

특별한 사람들에게
평범한 모든 것을

중개

친구, 메시지 공동
체, 커뮤니케이션

CMGI형 지주회사
지향

-철저한 전문화로
경매연방

-행복

사업

도메인

Mixed Domain 팔리는 모든 것 해

당

최초 및 지속적

혁신 영역

단순 경매에서 게

임 방식 등 부가

가장 공동체와

장터 형성

기술, 컨설팅, 벤처

보육 망라

키 도메인에 집중

이익모델

-On&Off

-탄탄한 유료모

델

-커뮤니티 토착
화를 통해 작

고 유익한 콘

텐츠 제공

-Co-Brand/Fu

sion

Marketing

-수수료모델

-신규이익을 좇는

다각화

-고객 DB의
Multi-Use

-수익성 악화를 지

속적인 투자확장

으로 방어

-광고수입,퓨전마

케팅

-DBM, 1:1솔루션

개발
-다양한 고급 콘텐

츠 확보 및 판매

-마진율 등 질적

수준 강조

-커뮤니티 결속력

강화 단계

-증대하는 경쟁자

를 의식, 모델 업
그레이스 계속

-주가 거품요소 원

천 제거

-상거래 겸업

-오프라인 배제

-높은 커뮤니티 충

성도 활용
-한국형 이익 모델

개발에 주력<다

음카페>

-유료를 염두에 둔

무료 모델

-동영상 광고 등

커뮤니티 활용 시
도

-기업유료고객확대

-글로벌화로 이익

기반 확충

-확고한 수수료모

델

-가격차별화로 고

객저변확대
-신뢰 중시로 지속

적인 모델 정착

추진

경영

시스템

-제휴, 합작, 동
업 선호

-신중한 현지화

-경쟁 지양 협력
확대

-커뮤니티 통제력

중시

-포털화에 역량 집
중

-야후 네트워크로

포용

-멀티 브랜드로 제
휴 강화

-경매조직집중

-인사, 조직도 커
뮤니티 빌딩에 활

용

-초슬림

-외자유치, 지분공
유에 적극

-대기업과도 결속

-대형자본의 우산
속

-벤처정신 최대 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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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닷컴기업의 성공모델

□ 성공적 닷컴기업들은 현재까지는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다음 단계의

디지털 진화에 대한 대응 여부는 미지수

- 진정한 수익모델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등 새로운 도전에 직

면

- 또한, 후발 닷컴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기존 오프라인 대기업들의 반격

등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개발이 불가

피

□ 따라서 향후의 닷컴기업은 가상공간(virtual space)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

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국내 닷컴기업은 인터넷 후발국의 업체로서 노하우 및 자원이 부족

하고, 선진기업들과 경쟁할 만한 핵심분야도 결여되어 있는 실정

- 협소한 시장과 글로벌경영 능력의 부족도 국내기업이 극복해야 할 과제

1 . 닷컴 기업 의 성 공모 델

□ 성공적 닷컴기업에 대한 경영요소별 분석과 종합적 평가를 통해 개별 경영

요소와 대응하는 6개 전략방향을 도출

- 경영요소, 전략방향, 경영목표의 각 개별 항목을 상호 연결하는 순환구조

를 통해 닷컴기업이 가치를 창조, 개선, 제공하는 경로를 모델화

성공적인 닷컴 기업의 경영전략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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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시스템

사업도메인 고객 가치

기업가치

지속적인 고객가치 혁신

으로 커뮤니티 케어

가치개선

CEO

비전

인터넷과 전통적 경영에 모두 정통한 Rule Maker

고객과 일체화가 되는 Community

핵심역량, 가치혁
신 지향의 다각화

가치네트워크 통합
(레버리지/소싱 극대화)

공급업체 고객

경쟁자

기업

수익모델

업그레이드 지속,
Cash Flow 최우선시

가치창출

보완그룹

경영 목표, 경영 요소, 전략 포커

스

주 :

닷컴기업의 성공모델(Value Innovation Activ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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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컴기업 성공모델의 전략방향과 주요 내용

경영요소 경영요소별 전략방향 내용

CEO
인터넷과 전통적 경영에

도 정통한 Rule Maker

▲e-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식견과 안목이 높고 시장

을 개척할 수 있는 Creator, Builder형이 요구

▲동시에 경영의 기초 능력과 경륜을 겸비해 경영의

고도화 완수

비전
고객과 일체화가 되는

Community Success

▲고객의 참여가 진일보하여 닷컴기업과 일체화가 진

전 되면서 한단계 승격한 닷컴기업이 성립

▲닷컴기업이 커뮤니티 성공을 리드하는 것으로 변화

- Community(닷컴+고객) Success

사업

도메인

지속적인 고객가치 혁신

으로 커뮤니티 케어

▲주무대인 온라인 영역에서 다각화를 선행,Mixed

Domain을 통한 허브ㆍ수퍼 포털을 추진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가치를 새롭게 혁신

핵심역량,가치혁신

지향의 다각화

▲특정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만들었던 전문화에

서 탈피 종합화 지향

▲인접 사업영역으로 다각화하고 확장함으로써

커뮤니티 케어러로 변신

수익모델
업그레이드 지속,

Cash Flow 최우선시

▲기존 모델의 업그레이드를 지속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캐피털리스트 겸업, B2B

겸업, 제조업 겸업 등으로 Cash Box확보에 총력

▲온라인 통합을 통한 원 스톱 서비스로 유료 복합 프

리미엄 추구

▲퓨전마케팅, 공동브랜드 등을 통한 오프라인 부

문과의 결합 강화

경영

시스템

가치네트워크 통합

(레버리지 /소싱 극대화)

▲비용 절감 등 내실화 경영을 위해 슬림화와 핵심 역

량 정예화 총력

▲닷컴기업식 구조조정에 전념하며 e-비즈니스 인프

라

및 전문가 확충추세를 활용하여 자원을 셰어하는

「레버리지」및 소싱을 극대화

▲머리와 금고만 있는 가상 기업 조직 실현

▲사회 네트워크 통합:사이버 장터보다 큰 사회

네트워크안에서의 주요 경쟁자와 우군(comple-

mentary player)과 연합해 전력을 강화하고 위험

을 관리,반독점 제소를 당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

은 선례 재발 방지

성공적인 닷컴 기업의 경영전략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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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영 요 소와 전략 방향 별 내 용

CEO :인터넷과 전통적 경영에도 모두 정통한 「Rule Maker」

□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식견과 안목에 기반한 시장 개척자형 자질과, 동시에

내실있는 경영관리 능력 등 양면적 성격이 필요

- e-비즈니스의 Rule Maker : 업계 선두주자의 전략을 추종하는 Follower

가 아니라 전문성과 미래 예측력을 갖추고 확실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시장 재편과 창출을 주도하는 Rule Maker의 자질을 보유

- 전통적 경영능력과 경륜을 겸비 : 닷컴기업 자체의 규모와 범위가 커지고

전통 대기업이 유력한 경쟁자로 부각됨에 따라, 경쟁상황에 대처할 수 있

는 경험 풍부한 전문 경영인의 자질이 필수 요건

□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인터넷 생태계에서는 CEO의 리더십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 미국 투자가의 약 77%가 CEO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평

가 시 CEO의 역량에 3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음

□ 단기간에도 주요 시장참가자와 산업지도가 바뀔 수 있는 무질서한 e경제에

서는 CEO의 민첩한 상황판단력과 결단력이 필수적

-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 팀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며,

모호한 상황이나 ‘아니오’라는 대답에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요구

- 팀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노력 : 닷컴기업의 리더는 팀원들 간의 의

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도전적인 기업문화 주도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명인 e경제에서는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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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과주의로는 불충분하며, 팀원들이 열의와 헌신으로 Risk-taking할

수 있는 제도·관행이 뒷받침되어야 함

전략적 실패를 승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연성

MS는 인터넷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자사의 유료 게이트를 반드시 거

쳐야 하는 방식의 MSN 전략을 추진.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넷스케이프의

네비게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선호. 빌 게이츠는 전략상 오류를 즉시 깨닫고 전

략을 수정하여 익스플로러 보급함으로써 브라우저 시장을 탈환

비전: 고객과 닷컴기업이 일체가 되는 Community Success

□ e-비즈니스의 성공은 다양한 상업적·사회적 욕구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으

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커뮤니티간의 긴밀한 교류와 일체감 형성 등 공

감의 경영이 필요

- 따라서 닷컴기업은 강하고 풍요로운 커뮤니티 건설 자체를 핵심과제로 삼

을 때 장기적인 존속과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음

- 커뮤니티 확보를 위해서는 거래만이 아니라 관심, 관계 욕구에 대응함으

로써 선순환(virtuous cycle) 고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

- 관심(Interest) 충족의 욕구 : 특정한 정보나 체험을 얻고자 하는 욕구

- 관계(Relationship) 형성의 욕구 : 특정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

- 거래(Commerce)의 욕구 : 특정 제품ㆍ서비스를 거래하고자 하는 욕구

- 확대된 커뮤니티는 다양한 공급자(supplier) 및 제휴 파트너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되고, 이는 다시 커뮤니티의 확장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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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virtual space)의 선순환 과정

콘텐츠(Contents)의

향상·다양화

커뮤니티(Community)의

확대·분화

다양하고 수익성 높은 거래

(Commerce)의 실현

사업 도메인: 커뮤니티 케어러를 지향

□ 성공적 닷컴기업들은 공통적으로 고객과의 관계의 확대ㆍ심화를 위한 커뮤

니티 케어러(community carer)를 지향

- 지속적 가치개선활동은 물론 한 단계 강화된 가치 창조활동을 통해 고객

케어 사업으로 진화

- 특히 인터넷 경제에서의 고객가치 혁신은 고객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1 솔루션 제공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함

ㆍ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획득·활용하는 것이 핵심

1:1 맞춤서비스를 향한 혁신

Amazon이나 eBay가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진정한 이유는 단순히 인터넷을 활

용하여 서점구입이나 경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또는 시장참여자 개개인이 원하는 제품·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데 있음

□ 기존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고객가치 혁신을 위한 다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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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사회 가치의 3대 원천인 거래(Commerce), 콘텐츠(Contents) 및 커

뮤니티(Community)에서 핵심역량을 파악하고 활용

▷ 거래(Commerce) 차원 :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제품·서비스, 가치네트

워크 관리나 콘텐츠 제공과 관련된 역량으로 지식·노하우가 핵심

▷ 콘텐츠(Contents) 차원 : 기업의 콘텐츠 제공능력뿐만 아니라 가상사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생산·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운용능력까지 고려

▷ 커뮤니티(Community) 차원 : 아웃소싱, 제휴, M&A 등 커뮤니티 확장능

력과 함께 커뮤니티의 특성, 커뮤니티 내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역할, 이

미지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

닷컴기업의 다각화 모델

고객 가치

혁 신

Commerce

역량을 활용한

다각화

Contents

역량을 활용한

다각화

Community

역량을 활용한

다각화

□ 초경쟁의 차세대 단계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최적조합 구축 경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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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기업이 B2B 등을 통해 e-비즈니스에 전력 투구하게되면 온라인과 오

프라인간 결합이 유력한 기조가 될 전망

- 온라인 업체들이 물류, 콘텐츠 등 오프라인 기반 확충에 나서고 오프라인

기업 역시 온라인에서의 역량 흡수를 도모하여 양자간 결속이 급진전

□ 정확한 도메인 설정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선정과 선제적인 실행 등 스피드

가 핵심적 경쟁우위 원천으로 등장

- 가상사회의 소비자는 과거 전통경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급자와 제품·서비스를 선택

- 이에 따라 전통경제에 비해 고객선점의 효과가 보다 극명하게 나타남

고객선점의 효과

선점

효과

브랜드 효과 학습 효과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경제

■ 그 분야의대

명사로 인식

됨

■ 공급자가 축

적된 지식을

이용, 새로운

방식을 개발

하거나 소비

자가 특정 제

품/서비스에

익숙해짐

■ 고객기반

확대에 따

라 제품/

서비스의

단위비용

이 감소

■ 이용자수 증

가에 따라

제품/서비

스, 공급자

의 가치가

상승

사례

·Amazon

·Yahoo

·eBay

·Freemarket

·Amazon

·Yahoo

·Dell

·Yahoo

·E*Trade

·eBay

수확체증의

경제

* McKinsey 자료를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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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익 모델 : 업그 레이 드 지 속, Cash Flow 최 우선 시

□ 전통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닷컴기업 가치평가의 핵심은 현금흐름(Cash

Flow)에 입각한 수익성(Profitability)

- 주주와 투자자는 수익성을 따져 순 현금흐름의 흑자 실현을 요구

- 커뮤니티의 사업성 및 사회적 가치의 상승작용을 통해 기업가치를 비약적

으로 증대

□ 기존 이익 모델의 업그레이드와 이익모델간 융합(Hybrid Model)을 추진

- 초기 회원 확보를 위해 무료를 불사했거나 저마진 유료 체제를 도입했던

낮은 단계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차세대 초경쟁시대에서 경쟁 불가

- 콘텐츠(야후), 커뮤니티(Geocity), 커머스(아마존)간의 독립적 발전에서,

인수합병의 활성화 등 비즈니스 모델간 융합이 본격화

- 온라인 커머스 모델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오프라인의 커머스 모델과의

연계도 활발

ㆍAOL+타임워너, 야후+포드, AOL+G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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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제고를 위한 닷컴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융합화(Mixing)

콘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온라인 )

커머스

(오프라인)

뉴 비즈 니스 모델

온라인

오프라인

＋

‖

차세대 닷컴

□ 닷컴기업의 수익모델은 커뮤니티 가치(Community Value)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방향을 지향

- 커뮤니티의 사업성 및 사회적 가치의 상승작용을 통해 기업가치를 비약적

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함

① 거래(Commerce)에 의한 가치 창출

- 지식과 정보를 활용한 고객가치 혁신으로 고부가화 달성

·아웃소싱, 제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콘텐츠를 강화

·고객가치 혁신의 관점에서 도움이 된다면 과감한 분사를 추진

분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Sun Microsystems는 리버레이트(인터넷 S/W 제공업체)를, MS사는 엑스페디아(인

터넷 여행전문사)를 분사하여 분사된 기업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주가까지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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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업개념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BM특허를 확보하고, 넓은 개념의

BM뿐만 아니라 요소기술이나 요소기능에 대해서도 특허 취득을 추진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특허 전략

◇ Priceline의 역경매 : 구매자가 가격을 지정하고 판매자가 경쟁하는 방식으

로 BM특허의 중요성이 소홀히 취급되던 인터넷 상업화 초기에 특허를 취득. 99

년 10월 MS사를 특허권 침해로 제소

◇ Amazonm의 원클릭 : 인터넷 구매시 신상명세를 한번 입력하면 다음부터는

한번의 클릭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요소기술에 해당. 99년 10월

Barnesandnoble을 특허침해로 제소하여 사용금지가처분 판결을 얻어냄

② 콘텐츠(Contents)에 의한 가치 창출

- 1:1 고객 솔루션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콘텐츠 외에는 무료로 공급함으로

써 커뮤니티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

- 다양한 가상사회 회원들의 관심(Interest)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회원들 스스로가 콘텐츠의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

가상사회의 회원은 콘텐츠의 프로슈머(prosumer)

가상사회의 회원은 특정 관심사에 대해 기존의 정보보다는 서로의 지식이나

체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

◇ Amazon의 「일반인의 서평」코너는 전문가의 서평보다 높은 인기를 누림

◇ AOL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바탕을 둔 소모임 양성을 추진한 결과 모틀리

풀, 하우스넷, 넷누어, 아이스키 같은 모임들을 자신의 커뮤너티 내에 성공적

으로 정착시킴

③ 커뮤니티(Community)를 통한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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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Commerce, Contents, Community)와 기업가치의 상관관계

Commerce

Contents

Community

고객가치 혁신(새로운 개념의 제품·서비스,

아웃소싱·제휴로 효율화, 컨텐츠 강화, 분사 등)

다양한 컨텐츠 무료 제공,

자발적 생성 촉진

아웃소싱, 제휴, M&A를 통한

확장, 고객가치 혁신과 연계

커뮤니티 가치

기업가치,

미래 영업현금흐름

- 아웃소싱, 제휴, M&A를 통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되, 확대된

커뮤너티가 고객가치 혁신과 신규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4 . 경영 시스 템: 가 치네 트워 크 통 합 (레 버리 지 /소 싱 극 대화 )

□ 제휴와 합작은 물론 결별의 적절한 구사를 통해 역동하는 시장 흐름에 능

동적으로 대처

- 경영고도화 단계에서는 시장 선점과 힘불리기를 위한 제휴와 합작이 성행

- 차세대 초경쟁 시기에서는 이질 조직과 제휴와 연대를 계속하는 한편 적

절한 시기와 명분을 포착해 원만한 결별을 잘 수행하는 닷컴기업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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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시나리오

◇ 이혼 선수가 되라: Marriage Scenario를 잘 짜고 실행하는 효과적인 제휴, 협

력 전략이 긴요

◇ “이혼선수가 되라. 앞으로 벤처 기업은 결혼 시나리오를 잘 짜서 제 때 제 짝

과 만나 결혼을 잘 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헤어지기도 잘 해서 역동하는 시장의 흐

름에 능동 대처하는 것이 중요.." (무한 기술 투자 이인규 사장- 조인스 닷컴 강

연회중, 2000.6)

□ 소싱(Sourcing)과 「레버리지(Leverage)」를 극대화하는 수준으로까지 확대

- 핵심역량은 자기강화방향으로 정예화, 슬림화하고 다각화시에는 M&A와

제휴, 합작을 통해 외부 자원 이용(Leverage)을 극대화

- 불필요한 인건비, 광고비 등의 감축과 공동 인프라 이용(Share)을 통해

비용절감과 네트워크효과 증대라는 일거양득 추구

- 레버리지(Leverage) 극대화: 인터넷 인프라와 자금, 시설 등 외부 자원을

공유, 활용

- 소싱(Sourcing) 극대화 :인력과 업무 프로세스까지 직접 보유를 피하고

간접적 이용을 함으로써 머리와 금고만 있는 가상 기업(Virtual

Company)지향

파트너십 셰어링으로 추진되는 AOL TV 프로젝트

◇AOL TV 프로젝트는 소싱(Sourcing)이 두드러지고 있는 대표적인 본보기

◇이를 위해 E! Entertainment Television, Oxygen Media, Starz Encore Group,

QVC, The Weather Channel, Sesame Workshop, Sony Pictures Digital

Entertainment's SoapCity, Court TV, Odyssey, A Henson & Hallmark

Entertainment Network 등 전문 프로그램 개발 업체들과 광범위한 제휴를 먼저 시

작. 또 AOLTV는 E! Online, RollingStone, Electronic Arts, LAUNCH, Better

Homes and Gardens, BUZZTIME등의 쌍방향 콘텐츠도 공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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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네트워크 통합

□ 가치네트워크의 통합을 통해 고객, 파트너 등과 함께 가상사회 내에서 자생

력을 지닌 비즈니스 생태계(Business Ecosystem)를 창출

- 파트너는 공급업체(supplier), 경쟁사(competitor) 및 자사의 제품ㆍ서비

스를 보완하고 효용성을 제고하는 비즈니스 그룹(complementary

player)을 포괄

가상사회와 가치네트워크

기업

경쟁업체

공급업체

보완그룹

고객

가치네트워크

(비즈니스 생태 계)

가상공간

□ 가치네트워크상의 단순 공급자(Provider)로부터 지식ㆍ정보ㆍ자원의 흐름

을 통합ㆍ조정할 수 있는 통합자(Integrator)로의 변신이 필요

- 흔히 강조되고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예기치 못

한 혁신이나 경쟁자의 출현 등 생태계의 급변이라는 위험에 항상 노출

- 가치네트워크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한 기업은 흔히 표준의 주도자가 되어

막대한 수확체증의 경제를 향휴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네트워

크를 더욱 확장하고 강화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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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네트워크에 대한 통제로 수확체증 효과를 극대화

- MS는 DOS로 PC 운영S/W에 대한 독점력을 확보한 다음 윈도우로, 다시

윈도우95로, 그리고 나서 MS Office 등 응용S/W 묶음을 제공함으로써 자

신의 가치 네트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

□ IBM : 외부역량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PC부문 경쟁력을 상실

- IBM사는 1981년 PC사업에 착수하면서 주요 S/W 및 부품, 유통망을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개방형 소싱전략을 채택. 즉, CPU는 Intel에서, OS는 MS

에서 구입하고 많은 외부업체들이 응용S/W와 주변장치를 개발하도록 유도.

- 이러한 전략 덕분에 IBM사는 80년대 중반까지 PC산업을 지배.

- 그러나 IBM제품과의 호환성을 확보한 경쟁업체들이 Intel, MS 등으로부터

IBM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CPU와 S/W를 구입할 수 있게 되고 Intel과

MS가 각기 독자적인 가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가 치네트워크에 대한 통

제력을 상실하면서 PC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됨

□ 가치네트워크의 통합은 네트워킹, 전략적 우위의 확보,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세 가지 과제 달성을 동시에 요구

- 파트너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신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자연

스럽게 확장될 수 있도록 유도

- 인터넷 경제는 가치네트워크의 생성·변화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제이므

로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운 인센티브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

때로는 적절한 양보가 필요

◇ eToys는 사업 초기 새로운 고객을 제공하는 제휴업체들에게 12%의 수수료 를

지불하였으나 성과가 지지부진하였음.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경쟁업체들

에 비해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을 깨닫고 수수료율을 25%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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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상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역량의 구축·강화와

함께 세밀한 제휴전략 추진이 필요

- 브랜드, 기술, 마케팅력 등 자신만의 고유한 역량은 다양하고 유능한 파트

너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

델 컴퓨터 : 탁월한 가치네트워크의 지휘자

◇ 96년 PC업계 최초로 인터넷 주문생산을 시작한 Dell은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고객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조달·생산·배달 체계 구축으로 업계 1위

로 군림. 또한 이처럼 뛰어난 공급망 관리능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기업고객의

PC 구매과정을 관리해 주는 등 업계 최고의 솔루션 업체로 변신하고 있음

- 가치혁신 활동의 연계성 정도와 필요역량의 소재에 따라 네트워킹의 방식

이 달라져야 하며, 경영시스템 또한 달라져야 함

·기업의 자원, 조직, 프로세스 및 문화등 경영시스템은 고객가치의 선결변

수가 아니라 종속변수

혁신의 유형과 네트워킹 방식

혁신의 연 계성

독립적 연계적

필 요역량 의

소 재

외부에

있는 경우
아웃소싱 신중한 제휴

창조되어야

하는 경우

제휴 또는

자체 추진
자체 추진

주) 혁신의 연계성 : 혁신활동이 네트워크 내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정도

자료 : HBR(Jan-Feb 1996)에서 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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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디지털 신경망」을 구축함으로써 e-비즈니스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

- 비즈니스의 생태계의 변화방향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전통경제에서도

어려웠던 일로 인터넷 경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

- 따라서, 현재 비즈니스 생태계 및 가상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을

실시간 파악하여 이를 전략적 의사결정 및 경영시스템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디지털 신경망」의 구축·활용이 필수적

닷컴기업의 디지털 신경망

가상사회

Virtual Community

디지털 신경망

Digital Nervous System

비즈니스 생태계

Business Ecosystem

경영시스템

Management System

전략적 사고

Strategic Thinking

□ 닷컴기업은 인터넷 가상사회(Virtual Community)를 존립 및 성장의 기반

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기업과 근본적으로 상이

- 인터넷 경제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기업경영의 원칙을 충실히 지킴과 동시

에 불확실성과 光速의 자기강화(self-reinforcement) 효과가 지배하는

가상사회의 특성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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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닷컴기업 분석

1) 아메리카 온라인 (AOL.com)

개 요

AOL 회원수 증가와 미국 3대 도시 인구 비교(단위: 백만명)

0

5

1 0

1 5

2 0

2 5

9 4 9 6 9 8 2000년

*주: 뉴욕, LA, 시카고는 도시권역(City Area) 인구만 기준, 2000.7.워싱턴포스트

AOL의 경영성과

1992

(상장

원년)

93 94 95 96 97 98
99(회기말

:1999.6.30)

매출(백만달 26.6 40.0 104.4 394.3 1,093.9 1,685.2 2,600.0 4,777.0

순이익 3.5 4.2 6.2 (33.6) 29.8 (499.3) 92.0 762.0

종업원수 124 236 527 2,481 5,828 7,371 8,500 12,100

주가(달러, 회

기말)
0.11 0.29 0.45 1.38 2.73 3.48 13.14

55.00

(시가총액:

$122.9B,

2000.7.31)

44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 45 -

- 창업주 스티브 케이스가 피자헛 신상품 개발 업무,컴퓨터 게임 온라인 서비스

업무 등을 체험한 후 'The Source'라는 온라인 서비스 개시

·1985년 'Q 링크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 AOL의 시초 (1991년에 AOL로 개명)

- 허브 사이트로 격상하기 위해 1998년부터 M&A 전략 본격 가동

·1998년에 라이벌이었던 컴퓨서브 인수, 나중에 인터액티브 TV 사업의 원형이 되

어준 NetChannel 인수

·1999년에는 온라인 영화 및 티켓 판매업체인 MovieFone를, 웹 브라우저의 선구

자인 넷스케이프를 약 1백억달러에 각각 인수하면서 인터넷 비즈니스의 최강

자 대열에 입성

- 인터넷 TV(AOL TV) 사업을 위해 디렉 TV 의 모기업 휴즈사에 15억달러를 투자

하는 등 인터액티브 TV 비즈니스를 차세대 사업으로 지목

- 컴퓨터 제조업체, 전통적 소매업체와 제휴하고 자체 브랜드를 개발함으로써 온

라인과 오프라인 통합기업으로서의 전형 과시

·월 마트와는 1999년말 공동 브랜드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

·2000년 2월부터는 델 컴퓨터사가 AOL 자사 브랜드의 소프트웨어를 데스크탑 및

노트북 컴퓨터 일부 기종에 설치하기 시작

·컴퓨터 메이커인 게이터웨이와 컴퓨터 판매, ISP 제공 등 업무 제휴

가. CEO- 스티브 케이스(1958년생 :42세)

성장기: 하와이 태생의 중상류층 영국계, 학업엔 둔재 사업엔 영재

□ "스티브 케이스는 자본가(Capitalist), 무정부주의자(Anarchist),

Populist”(위싱턴 포스트지)

- 6세때 형과 첫 사업을 시작하는 등 타고난 사업가로서 기질 발휘

- 청소년기부터 쌍방향 전자기기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막연하나마 사업

구상

□ 대학원, 미디어 그룹 등에 줄줄이 낙방한 후 P&G (Proctor & Gambl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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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터로 사회 생활 시작

- MBA진학을 원해 여러 대학에 응시했으나 죄다 낙방하고 뉴욕의 거대 미

디어 그룹인 타임사, HBO 등에도 퇴짜당하는 등 화려하지 못한 출발

스티브 케이스와 '타임'과의 특이한 인연

◇ 1970년대말 케이스는 케이블 TV에 큰 관심. 한 때 CATV 가입을 권유하는 세

일즈맨 생활을 하기도. 당시 그는 수백개 채널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되는 세상의

가능성을 주목. 특히 테드 터너의 케이블 TV 업체가 주관하는 로타리 클럽의 연설

회에 가서는 미디어 비즈니스에 완전히 매혹되었다고 회고

활동기 : 인터액티브 미디어에 집중

□ 1989년 AOL을 창업하고 순조로운 성장을 지속

- 1983년 셋톱박스로 게임을 지원하는 콘트롤 비디오의 마케팅 담당으로

취업

- 1985년 퀀텀 서비스로 개명한 뒤, 89년 아메리카 온라인으로 재탄생

ㆍ무료 AOL 디스크 를 대량으로 집집마다 발송하는 등 매스 마케팅을 진

두 지휘

- 1992년에는 종업원 120명의 소규모 상태에서 IPO를 성사시켜 6천6백만

달러를 유치하는 등 한동안 쾌조

전화선에서 컴퓨터 모뎀으로 재빨리 방식 전환

◇ 일반 전화선이나 케이블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툴 시대가 막을 내리고 PC를 통한

메세지 교신의 시대가 열린다고 확신. 1986년에는 캘리포니아 쿠퍼티노로 한동안

아예 옮겨가 3개월 동안 애플 컴퓨터사에 매일 출근해 당시 첨단 PC인 애플 II기계

담당자를 설득, 결국 애플의 담당자가 퀀텀이 전용 온라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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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심각한 위기를 경험

- 넷스케이프의 출현으로 인터넷이 삽시간에 확산되자 "인터넷이 PC통신을

먹어 치운다”는 위기가 엄습

- 설상 가상으로 거대 경쟁사인 Prodigy사는 시어스 로복, IBM 등으로부터

1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압박이 가중

□ 인터넷이 가져온 위기를 비즈니스의 호기로 전환

- 스티브 케이스는 인터넷이 위협자가 아니라 종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어마

어마한 시장을 창출해주는 행운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

- "나는 그 때 P&G에서 느꼈던 때 이후 처음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의

가능성을 인터넷에서 느낄 수 있었다”(스티브 케이스)

전성기: 타임워너를 인수하고 디즈니도 능가하는 미디어 제국 건설

□ 2000년 1월 10일 타임워너 인수후 「Case Rule」이 뉴 미디어 산업을

지배

- AOL의 창업자 스티브 케이스의 이름을 따서 뉴 미디어에서 생각할 수 있

는 모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칭하는 말로 「Case Rule」을 사용

- 타임 워너 인수후 콘텐츠의 개발, 제작, 유통, 서비스는 물론 유ㆍ무선 네

트워크,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업까지 포괄하는 뉴 미디어 시장을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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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워너 보다 디즈니에 먼저 협력을 제의

◇ 1995년 AOL이 디즈니와 공동 브랜드(Co-Brand) 사업을 제의.그때 디즈니는 일

언지하에 거절. 이후 1998년 AOL의 주식총액이 디즈니를 앞지르고 인터넷 비즈니

스에서 디즈니는 점차 낙후되는 양상.

나. 비전

□ ' AOL Everywhere !' 가 가장 핵심적인 비전

- 하드웨어적 차원에서 모든장치(Any Device)를 뜻함이 아니라 미들웨어

및 소프트 웨어 차원에서 모든 상황에 대한 모든 사람(Any Person in

Any Situation)의 뜻으로 사용

- 고객이 인터넷을 하든 TV를 보든 전화를 하든 상관 없이 동일한 AOL의

커뮤니케이션 메시징 서비스, 콘텐츠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AOL의 비전 개념도

AOL

is 상 호작용

(Interactiv ity)

AOL

is

책임 감

(Responsibility)

AOL

is

커 뮤니티

(Com munity)

AOL Everywhere!!

□ 커뮤니티는 인터액티브 미디어의 정수(soul)라는 신념을 고수

- 개인이 공동의 열정과 관심을 교환하고 그에 기초해 커뮤니티를 창출하도

록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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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환경하에서도 똑같은 아웃룩을 통해서 다채로운 커

뮤니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토털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커뮤니티가 쌍방향성을 통해 활동할 때 고객의 자율적 참여와 통제를 통

해 양질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성(Responsibility)을 강조

다. 사업 도메인

□ 쌍방향 미디어의 범주에 드는 것은 모두 취급 : 'AOL은 무엇이든지 한다!'

- 쌍방향 서비스 그룹(Interactive Services Group),쌍방향 자산 그룹

(Interactive Property Group),넷스케이프 업체 그룹(Netscape

Enterprise Group),AOL 인터내셔널 그룹(AOL International Group) 등

4개가 주 영역

AOL의 사업 도메인 대분류

4대 주력 사업 도 메인 서비 스 및 활동 내역

쌍방향 서비스 그룹

(Interactive Services Group)

인터넷 접속, AOL CompuServe 서비스, 넷

스케이프 넷센터

쌍방향 자산 그룹

(Interactive Property Group)

브랜드 자산 포트폴리오, Digital City, ICQ,

MovieFone(on Sprint PCS

Internet)-enabled wireless phones. ,

Spinner.com, Winamp, Digital Marketing

Services--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제공

넷스케이프 업체 그룹

(Netscape Enterprise Group)

선 마이크로 시스템과 전략적 제휴를 기반

으로, 넷 경제에서 전자상거래, 간편한 이용

등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솔루션 제공

AOL 인터내셔널 그룹

(AOL International Group)

15개국 7개 언어로 서비스 제공

□ AOL의 닷컴 비즈니스는 포털, 커뮤니티 서비스, 검색 등으로 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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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L의 닷컴 비즈니스 분류

영역 계열사 및 사 업부문 명 칭

온라인 서비스
AOL서비스, AOL 인스턴트 서비스, 컴퓨서브 인터액티브 서비스,

AOL 무비 폰(티켓팅 서비스) ,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AOL 인스턴트 메신저, ICQ(커뮤니티 포털 서비스)

인터넷 포털 AOL.COM, 넷스케이프 넷센터

검색 엔진 AOL 서치

소프트웨어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 넷스케이프 엔터프라이즈 그룹(소프트웨어

교육 훈련, 컨설팅)

인터넷 뮤직 SHOUTcast, Spinner.com, Winamp

전자상거래

AOL.COM, Sun-Netscape 얼라이언스(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조인트 벤쳐)

초고속 광대역 인터

넷 접속 서비스
AOL 플러스

전자게시판, 채팅,

채널 서비스 등

AOL투데이, 컴퓨팅, 오락, 가족, 게임, 건강, 국제, 어린이, 로칼, 뉴

스,

개인 금융, 연구 학습, 쇼핑, 스포츠, 직장

이메일 AOL Any Time, Any Where 서비스 등

인스턴트 메시지 MyAol.com

인터액티브 달력 마이 캘린더

온라인 포토 서비스 You've Got Pictures, Love@AOL - Photo Personals

- 인스턴트 메시지 등 특정 분야에서는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 기록

라. 수익 모델

회비(Subscription Revenues)가 대원칙

□ 철저한 수익자 부담의 이용료 부과 모델 유지

- $21.95의 기본 요금에 인터넷 접속, 무한대 사용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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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9.95, $4.95(1일 3시간 무제한)와 프리미엄 서비스 등 다양한

가격대 제시를 통한 차별화 전략 추진

- '뉴 뉴 미디어'에 해당하는 AOL TV의 경우 사용료를 가장 비싼

$24.95(월, 비회원 기준, 회원은 $14.95)로 책정

ㆍ뉴 비즈니스 초기부터 고가의 유료화 전략 강행

□ 네트워크 인프라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관련 비용 극소화

- 벨 아틀란틱 등과 유선 부문에서 제휴, 인수한 타임워너의 케이블 망 공유

등을 통해 원가 관리

- 무선 부문에서도 메이저 업체인 스프린트의 PCS부문과 제휴해 안정적 서

비스와 저렴한 원가 두 가지를 목표로 설정

ㆍ 차세대 인터넷 폰 시장 진입을 위해 IP텔레포니 솔루션 분야의 선두주자

인 넷투폰의 지분을 야후와 함께 각각 5%씩 인수

ㆍ“IP기반 음성(VoIP) 서비스 분야는 매년 100-150%씩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4.5년간 이같은 성장을 계속할 것”(시장 조사회사 프로스트 & 설

리반)

□ 전자 상거래를 통한 수수료 확보 등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도입

- 자체 포털인 Shop@AOL을 통해 수백만의 동시 접속자 고객을 일단 고객

세분화, 맞춤화된 Target.com으로 안내한후 1:1 마케팅을 실시

□ 한지붕 다 브랜드를 운용하는 P&G식 마케팅 모델 응용

- P&G(Protoc & Gamble)는 팸퍼스(기저귀), 타이드(세제), 크레스트(치

약), 아이보리(비누) 등 수십개의 각기 다른 제품명을 사용하며 각 제품마

다 'P&G가 만드는 다양한 브랜드'라는 이미지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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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L이라는 한 지붕안에 인터넷 접속, AOL CompuServe 서비스, 넷스케

이프 넷센터, Digital City, ICQ, MovieFone(on Sprint PCS

Internet,Spinner.com, Winamp, Digital Marketing Services 등 다양한

브랜드를 불연속적으로 설립

□ 신규 사업 진출시는 반드시 마켓 리더 그룹과 파트너로 제휴해 다양한 이

익 모델을 탄력적으로 적용

- 서비스의 주고객층에 따라 맞춤화된 가격 구조를 만들어 운용

ㆍMoviefone과 Digital City 플랫폼의 경우 미국내 각 지역 마을의 전통

소매업자를 주고객으로 공략하는 비즈니스란 특성을 감안, 'Subscription

Revenues'라는 대원칙 아래 좀더 세분화된 모델 개발

- 신규 사업 서비스를 기존 회원에게 권유할 경우에는 이용 실적이 많은 기

존 회원에게 신규 서비스의 이용료를 할인

AOL의 '디지털 시티' 사업 모델

◇ 디지털 시티는 전미국의 200개 도시를 거점으로 온라인 로칼 커뮤니티를 형성

하는 비즈니스 모델. 특히 무선 이용 고객의 급증에 주목, <Digital City

Wireless>서비스를 개시, 고객의 무선 서비스 수요에 적극 부응. 콘텐츠는 날씨,

교통, 행사 등 그 지역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 탄탄한 이익모델을 위해 2,000여개

의 지역 광고주 및 전자상거래 업체와 제휴. AOL은 웹 이용자의 58%가 지역 상세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지역 단위의 온라인 광고

수익이 700%증가하고 2003년까지는 시장 규모가 17억달러에 할 것으로 예측. 이미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시장을 AOL이 선점한 상태이며 "What's Nearby"라는 광고

카피를 통해 고객 유치에 총력

마.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M&A 위주의 시스코 방식이 아닌 제휴 위주의 AOL 방식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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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화 전략을 위해 단독 진출이 아닌 현지 파트너를 통한 합작 진출에 의존

- 월드 클래스 파트너로 구성된 최대 최강의 세계 연합군 편성

- 유럽의 경우 독일의 최대 미디어 그룹인 베르텔스만과 파트너십을 구축하

여 AOL 유럽과 AOL 오스트레일리아에 고급 콘텐츠를 제공키로 확약

- 2004년이 되면 미국 이외 지역의 온라인 소비자가 미국내 온라인 소비자

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자체 예측에 따라 글로벌 마케팅 강화

□ M&A보다는 전략적 제휴를 선호

- 세계 각국의 최고 명성을 지닌 토착 브랜드와 제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

ㆍ유럽에서는 뉴 미디어를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 '카날 +'와 파트너관계

수립

ㆍ남미에서는 Cisneros Group과 50대 50으로 AOL Latin America 조직

ㆍ캐나다의 로얄 뱅크의 지분 20%를 받아 AOL 캐나다를 설립

ㆍ일본에서는 미쓰이 상사, 일본경제신문과 합작으로 AOL 재팬을 설립

ㆍ차이나 닷컴기업을 통해 1999년 홍콩에서 AOL 서비스 제공

ㆍGM과는 자동차 구입에서부터 정비 유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

하는 'My Auto'라는 서비스를 통해 'Co-Brand' 전략 실행

파트너십으로 추진되는 AOL TV 프로젝트

◇ 마이크로 소프트가 사상 최초로 선보인 웹 TV에 경쟁키 위해 1999년 출발시킨

AOL의 쌍방향 인터넷 TV프로젝트. 운용체계를 강조하며 PC 환경에 TV를 도입하려

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선 TV 전용의 쌍방향 프로그램 개

발에 주력. 이를 위해 E! Entertainment Television, Oxygen Media, Starz Encore

Group, QVC, The Weather Channel, Sesame Workshop, Sony Pictures Digital

Entertainment's SoapCity 등 전문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 광범위한 제휴를 시작.

또 AOLTV는 E! Online, RollingStone.com, Electronic Arts, Inc. 등의 쌍방향

콘텐츠도 공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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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AOL의 전략 경로(Strategy Path)

□ AOL은 메시징 서비스와 같은 Value(Chain) Provider 에서 특화한후 커뮤

니티형 비즈니스 모델로 약진

가치통합
(Value Integration)

Value Chain
Integrator

Value Chain

Provider

C ommun ity

Carer

Network

former

가치혁신

(Value Innovation)

- 세계 최고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포털로 꼽히는 AOL의 ICQ가

Community Carer의 전형적인 성공 사례

「커뮤니티 케어러」의 성공사례: ICQ

◇ 리얼 타임으로 하는 인스턴트 메시지와 35세 이하 네티즌들을 겨냥한 채팅 서비스로 출

발. 이스라엘의 젊은 기업가 20명이 창업. 1999년 뉴욕주의 우드스톡 팝 공연때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확고한 젊음과 반항 문화의 상징으로서 위상 확보. AOL은 1998년 ICQ를 인수한

후 차세대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및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커뮤니티를 형

성하는데 주력.

◇ 현재 하루 8백만명의 네티즌이 75분동안 ICQ를 이용. 하루 9만4천명이 신규 가입. Media

Metrix가 1999년 6월에 집계한 웹 사이트 충성도 부문에어 세계 1위. CNET의 Download.com에

서 집계한 다운로드 부문에서도 최근 1년 이상 1위 자리 고수. 일본어, 중국어 등 세계 10

개 국어로 동시이용 및 다운로드 가능. 2000년 5월에는 ICQ 2000라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해

방화벽을 갖춘 직장에서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전천후 커뮤니케이

션 환경 조성. 6천5백만명이 등록된 이용자수( Registered Users, 2000.5.11)이며 구축된 커

뮤니티를 활용해 전자상거래 eBay 등과 연계해 사업을 시작한 결과 1억달러의 광고 및 거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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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마존(Amazon.com)

개 요

□ 1995년 세계 최초의 가상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은 지속적인 혁신과 적극

적인 사업다각화로 99년 매출 16억달러, 고객 1,700만에 이르는 세계 최

대의 인터넷 소매왕국으로 성장

- 수익성에 기반하지 않은 사업확장과 그에 따른 현금흐름 악화, 99년 말의

닷컴기업 거품론 등으로 단기간 내에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획복

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

Amazon의 경영성과
단위: 금액은 (백만달러)

95 96 97 98 99 2000

매 출 0.5 16 148 610 1,640 -

종업원수(명) 33 151 614 2,100 7,600 -

순이익 △0.3 △6 △28 △125 △720 -

영업현금흐름 - - 4 31 △91 -

주식시가총액 - - 1,260 15,856 26,277 13,237

* 주식시가총액은 2000.7.25. 현재 기준

가. CEO

□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리 베조스(Jeffrey P. Bezos)는 컴퓨터를 이용한 혁

신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로 알려짐

- 프린스턴대학 전기·컴퓨터 공학과를 1986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후

뱅커스 트러스트의 컴퓨터 운영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헤지펀드인

D.E.Shaw사 설립에 참여하는 등 줄곧 월 스트리트에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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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고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신속하고 효

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사업 아이템으로 구상

□ 베조스는 아마존 설립 초기부터 '사람들이 원하는 책은 무엇이든 쉽고 빠르

게 살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

- 설립 초기 야후에 '아마존은 110만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짤

막한 배너광고를 실으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

·이 규모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서적을 전시ㆍ판매하던 Barnes &

Nobles이 보유하고 있던 수의 5배가 넘는 것

- 이처럼 파격적인 범위의 선택권을 편리한 검색기능, 낮은 가격, 권위있는

서평과 함께 제공

나. 비전

□ 아마존의 비전은 한마디로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최상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

- 회사 설립 초기 베조스가 세웠던 목표를 기본 미션(Mission)으로 고객 제

공의 영역을 「서적」(Books)에서 「모든것」(Everything)으로 확대

- 또한 단순히 제품·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최상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 베조스는 인터넷 초기에 그 누구보다도 인터넷 가상사회(Virtual

Community)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회사의 비전으로 결부시킴

ㆍ즉, 가상사회의 회원은 단순히 거래(Commerce)의 목적만이 아니라 특정

한 정보나 체험을 얻거나 관계를 맺기 위해 인터넷을 배회한다는 점을 인

식

56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 57 -

Amazon.com … with a mission to use the Internet to transform book

buying into the fastest, easiest, and most enjoyable shopping

experience possible. … Today, Amazon.com is the place to find and

discover anything you want to buy online.…

- About Amazon.com

다. 사업 도메인

□ 아마존은 최초로 가상서점을 도입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전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가치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

- 폭넓은 선택 가능성 : 현재 아마존이 제공하는 책은 약 400만권으로 전세

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책의 수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

- 구입의 편의성 : 아마존의 검색엔진은 250만종의 책에 대해 오프라인 서

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속도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

·고객이 카드정보를 한번만 입력하면 다음부터는 한번의 클릭만으로 결제

가 끝나는 「원클릭 서비스」를 도입(비즈니스 모델 특허 취득)

- 신속한 배달과 저렴한 가격

·신속한 배달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문의 95%를 당일에 출하한다는 목표를 설정

·신간을 포함한 모든 서적을 일반 오프라인 서점에 비해 15∼40% 저렴한

가격에 판매

- 고객 개개인에 대한 맞춤서비스 : 고객 DB를 분석하여 고객의 구매성향

에 맞은 책을 추천해 주고, 특정 작가의 신작이 출간되면 바로 e메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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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한 콘텐츠 : 전문비평가의 서평, 저자와의 인터뷰 기사, 「일반인의

서평 코너」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 커뮤니티 가치(Community Value)

·고객의 제안은 어떠한 것이라도 중요하고 다루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고객

과의 유대관계를 강화

·포럼, 뉴스그룹 등을 통해 고객이 서로 좋은 책을 추천하거나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

□ 최상의 온라인 고객서비스 역량과 급신장하는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적극적

인 다각화를 추진

- 아마존이 추구하는 사업영역은 「모든것」이며, 방대한 고객DB와 관련

노하우를 활용해 최고의 온라인 원스톱교핑(One-stop Shopping) 사이트

를 지향

- 지분 인수, M&A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출

·Drugstore.com(의약품 및 미용보조기구, 99.2), Pets.com(애완동물용품,

99.3), HomeGrocer.com(식료품, 99.5) 등

아마존의 사업 다각화

서적

음반

비디오

CD

선물용품

게임 S/W

영화DB

의약품

애완동물용품

식료품

전자제품

장난감

95

98

99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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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익 모델

□ 아마존의 이익원천은 온라인 판매, 경매의 중개, 타 판매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 크게 3가지로 구성

- 커뮤니티 확대를 기반으로 사업다각화에 의한 신규이익 창출

- 방대한 고객정보와 다양한 제품, 차별화를 통한 경매분야 강화

·고객들에게 1,000여개가 넘는 제품 카테고리에 대해 경매에 입찰하도록

사전등록을 장려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매물에 대해서는 e메일로 통지

·신용상태가 양호한 등록고객에 대해 250달러 상당의 보증을 제공

- 아마존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고객과 유명 소매업체를 링크시

켜주는 「Web Shopping」서비스를 제공, 거래 성사시 수수료를 받음

□ 아마존은 부단히 추구해온 고객가치혁신 노력과 신속한 사업다각화로 경이

적인 고객·매출신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수익성 악화에 봉착

- 95년 이래 지난 5년간 매출신장률은 연평균으로 보면 1,100%라는 경이

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연 증가율은 매년 큰 폭으로 둔화

- 또한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해마다 적자폭이 큰 폭으로 확

대되고 있어 아마존의 장래에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

·특히, 미래 수익성 및 기업가치평가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영업현금흐름이

최근 크게 악화되고 있어 투자자의 불신이 확산

·99년 중 최고 113달러였던 주가가 올 들어 37달러(7월 3일 현재)까지 하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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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99년 영업실적 추이
(백만달러)

99. 3 99. 6 99. 9 99. 12

영업현금흐름 △17 △47 △122 △91

투자현금흐름 △1,143 △991 △938 △922

재무현금흐름 1,140 1,054 1,078 1,104

총 현금흐름 △20 17 18 91

순이익 △62 △138 △197 △323

·사업확장에 따른 재고증가의 영향으로 98년 1/4분기에 8.5회에 달하던 재

고회전율도 올 1/4분기에 2.9회로 하락

□ 요컨대, 아마존의 장래는 향후 짧은 기간 내에 자신의 상거래 노하우와 고

객기반을 바탕으로 얼마나 고부가 현금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 2,000만에 가까운 고객을 충성고객으로 전환하고, 기 투자된 인프라를 통

해 고이익 거래를 창출하는 것이 관건

마. 경영시스템

□ 적극적인 네트워킹 전략으로 자신의 커뮤니티를 확대

- Yahoo, Netscape, Altavista 등 유력 포털 및 검색서비스 업체와 제휴

- 「Associate Program」이라는 협력사업을 통해 10만여개에 달하는 인터

넷 업체와 공동판매계약을 체결

ㆍ이로 인해 이뤄지는 자신의 매출액 중 15%를 수수료로 지급

□ 자신의 핵심역량을 보호함으로써 커뮤니티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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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 초 경매사업 진출 시 eBay나 다른 온라인 경매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협력과 인수를 모색하는 대신 독자적인 솔루션을 개발

·아마존 고유의 온라인 상거래 노하우와 고객기반을 유지·강화

- 대신 소더비와 협력관계를 맺어 수세기 동안 소더비가 쌓아온 명성과 신

뢰를 할용함으로써 아마존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

바. 아마존의 전략 경로(Strategy Path)

□ 최초의 가상서점, 고객지향의 1:1 서비스, 원클릭 기술의 개발 등 아마존은

명실상부한 가치창조자(Value Creator)로서의 면모를 유지

- 고객가치 혁신과 풍부한 콘텐츠, 적극적이고 신중한 네트워킹 전략에 힘

입어 자신의 주도하에 방대한 커뮤니티를 구축(Community Carer)

□ 아마존은 인터넷 가상사회의 선두주자(First Leader)로서, 엄청난 기회와

함께 닷컴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의 양극단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

- 수익의 원천인 커뮤니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나, 이

러한 투자확대가 효율화와 병행되지 못할 경우 현금고갈과 기업가치 하

락이라는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 내재

가치통합
(Value Integration)

Value Chain

Integrator

Value Chain

Provider

C ommun ity

Carer

Network

former

가치혁신

(Valu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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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후(Yahoo.com )

개 요

□ 1995년 세계 최초의 웹 검색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My Yahoo」,「

Corporate Yahoo」등 맞춤형 포털서비스 개발 등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

- AOL에 뒤이어 월 이용자 수 4,800만에 이르는 세계 2위의 포털업체로

성장

- 웹 중개자로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유연한 네트워킹 전략으로 수익

성을 실현

- 반면, 매출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쟁의 심화로 인해 고객기반의 확대와 새

로운 고부가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되는 도전에 직면

야후의 경영성과
단위:백만달러

95 96 97 98 99 2000

매 출 1.4 19 67 203 589 -

종업원수(명) - 155 386 803 1,992 -

순이익 △0.6 △2.3 △23 26 61 -

영업현금흐름 - - 3.1 110 216 -

주식시가총액 - 163 2,833 25,271 115,266 74,970

* 주식시가총액은 7월 25일 현재 기준

가. CEO

□ 야후의 현 CEO이자 회장(Chairman)인 티모시 쿠글(Timothy Koogle)은

야후가 웹 검색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1995년 CEO로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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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포드대학 기계공학 박사인 쿠글은 야후에 영입되기 전 모토롤라를 거

쳐 데이터처리 전문업체인 Intermec사에서 CEO를 역임

- 1999년 Business Week지가 선정한 「올해의 경영자 25인」에 선정될

정도로 탁월한 성과를 달성

ㆍ쿠글은 기계분야의 전문가이면서도 전기기타를 연주하고 예술가를 사귀

는 등 예능 방면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짐

□ 쿠글의 지휘하에 야후는 '최고의 웹 중개자’를 지향

- '누구나, 어디에서든, 무엇에 대해서도 접속할 수 있는 장소’로서 종합적인

콘텐츠 및 상거래 포털을 지향

- 최대 경쟁사인 AOL의 Time Warner 인수에도 불구하고, 쿠글은 순수한

Web Player를 지향하는 야후의 기존전략의 불변을 천명

Rather than trying to own everything from Web sites to cable TV

systems … Koogle sees Yahoo as a pure Web media play. … “We want

to be a global broadcaster. TV companies in traditional media could

never do that because of physical and economic constraints,”Koogle

says. “The Web creates an opportunity to overcome them.”

- How Can Tim Koogle Stay So Cool in the Face of AOL's Assault?,

Business Week

나. 비전

□ 야후의 비전은 '최고의 포털서비스를 통한 커뮤니티 가치의 극대화’

- 단순한 검색서비스에서 출발하여 이메일, 뉴스, 연예·오락, 금융 등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남보다 앞서 제공함으로써 커뮤너티를 확대

- 확대되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최상의 상거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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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거래참여자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

□ 야후는 한마디로 인터넷 가상사회(Virtual Community) 그 자체를 지향하

는 회사이며, 가상사회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 중의 하나임

- 인터넷을 탐색하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정보와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함

으로써 야후를 누구나 거쳐야 하는 관문(gateway)인 동시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플랫폼(platform)으로 진화

The unrivaled global distribution platform we have built for advertisers,

merchants, contents and service providers along with the diversified set

of revenue streams we have created, positions us well to continue our

leadership in the future.

- Yahoo! Reports Second Quarter 2000 Financial Results

다. 사업 도메인

□ 야후는 최초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고객의 문제를 찾

아 해결해 온 고객가치 혁신자(Innovator)임

- 고객 지향의 검색서비스 : 웹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출발하여 키워드 검색

엔진을 추가하였고, 빠르고 단순하며 직선적인 사이트로 사용자의 편리성

을 최대화

- 1:1 맞춤서비스 : 고객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만을 골라 개인

포털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My Yahoo」서비스를 제공

- 콘텐츠의 지속적인 강화 : 광범위한 제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다양

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

·채팅방, 게시판 등 회원들 스스 콘텐츠의 제공자가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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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

·무료 이메일 서비스에 이어 메시지에 음성 및 사진을 곁들일 수 있는 「

Yahoo! Messenger」, 「Yahoo! Greetings」등의 서비스를 개발

▷ 사업다각화 추진: 단순 광고에서 퓨전마케팅(Fusion Marketing), 경매 및

상거래 중개로 사업영역을 확대

- 퓨전 마케팅등, 풍부한 고객DB를 구축·활용하여 광고주가 보다 효과적인

맞춤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마존의 「Web Shopping」방식을 도입하여 판매업체들과 고객을 연결

해 주고, 「Yahoo! B2B Marketplace」를 개설하여 B2B에 진출

□ 제휴, M&A 등을 적극 활용

- 퓨전 마케팅의 경우 Yoyodyne을 인수(인터넷 Direct Marketing, 98)하

면서 본격화

- 경매 및 상거래 중개의 경우 Viaweb 인수(전자상거래 S/W, 98), Kmart

의 무료 인터넷 접속서비스 업체인 BlueLight.com에 Yahoo의 콘텐츠와

쇼핑서비스를 제공(99)

야후의 사업다각화

광고

95

99

Fusion Marketing

상거래중개(B2C)

경매

상거래중개(B2B)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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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익 모델

□ 야후의 이익원천은 광고수입, 퓨전 마케팅을 통한 수수료, 경매 및 상거래

중개 수수료 등 크게 4가지로 구성

- 야후역시 아마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확대를 기반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신규수익을 창출

- 데이터베이스마케팅(DBM)과 기업 고객에 대한 1:1 솔루션 역량 개발로

광고 및 마케팅 수익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DaimlerChrysler, Johnson&Johnson, Merrill Lynch 등 유력업체를 포함

하여 전세계에 3,700여개 업체에 이르는 광고주를 확보

- 웹 중개자로서의 강점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제품·서비스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

·전세계 11,300여개 업체가 야후 사이트를 통해 판매

□ 콘텐츠 및 커뮤너티 확대, 수익원 다각화에 노력한 결과 95년 사업개시 이

래 연평균 480%에 이르는 매출신장률을 달성하고, 순익도 98년 이후 흑자

로 전환

- 특히, 현재 대부분의 닷컴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현

금흐름이 최근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는 등 수익력에 대한 신뢰를 확보

- 웹 중개자로서 자신의 강점분야인 포털서비스 개발에 자원을 집중함으로

써 콘텐츠 강화와 효율화에 성공

·대부분의 콘텐츠를 외부에서 조달하고, 상거래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에

투자할 필요도 없으므로 비용절감과 신속한 고객 대응이 가능

·야후의 상거래 중개 총마진율은 83%로 Amazon의 4배가 넘는 수준

- 그러나, 매출신장률이 매년 둔화되고 있는데다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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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기반의 확대와 새로운 고부가 이익모델의 개발이 과제로 대두

야후의 최근 영업실적 추이
단위:백만달러

99. 6 99. 9 99. 12 00. 3

영업현금흐름 56 123 216 132

투자현금흐름 △110 △336 △449 △156

재무현금흐름 57 124 236 127

총현금흐름 3 △89 3 103

순이익 △15 15 45 78

마. 경영시스템

□ 핵심역량의 유지·강화를 통해 자신의 커뮤니티를 확대

- 야후의 핵심역량은 포털서비스 구축과 관련된 기술과 노하우

·사업초기 다순한 검색서비스에서 점차 「1:1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

- 탁월한 포털화 역량은 개인 이용자는 물론 다양한 콘텐츠 공급자와 S/W

업체, 상거래 참여자를 야후 네트워크에 끌어들이는 유인으로 작용

□ 야후는 핵심분야에 대해서도 타업체와 적절히 협력하는 등 개방적이고 유

연한 전략을 추구

- 야후의 검색엔진으로 병렬처리 전문업체 Inktomi의 제품을 사용

- Inktomi, Critical Path, TIBCO Software 등과 함께 기업 고객을 대상으

로 내부 포털사이트 구축을 지원하는 「Corporate Yahoo」서비스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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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의 핵심역량 진화방향

검색서비스 1:1 솔루

션

개인

기업

·My Yahoo

·Yahoo! My Shopping

·Corporate Yahoo

·Fusion Marketing

(마케팅 포털)

포털서비스

바.야후의 전략 경로(Strategy Path)

□ 야후는 지속적인 고객가치 혁신을 통해 자신의 커뮤니티를 성공적으로 확

대·관리해 왔음

- 최초의 검색서비스, 고객지향적인 포털서비스 개발 등 새로운 가치를 창

조해 왔을 뿐 아니라, 웹 중개자로서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수익

실현

가치통합

(Value Integration)

Value Chain

Integrator

Value Chain

Provider

C ommun ity
Carer

Network

former

가치혁신

(Valu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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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베이(www.ebay.com)

개 요

□ 1995년 세계 최초의 경매중개 사이트로 탄생한 후 세계 최대, 최고의 경매

커뮤너티로 성장

-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환경 제공, 1:1 맞춤서비스인「Personal Shopper」

도입, 커뮤니티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등에 힘입어 등록회원

1,000만, 월 방문자 1,780만, 등록품목 4,320 카테고리를 달성

- 경매분야에 대한 특화와 순수한 웹 중개자로서 「Small Fee, Big

Volume」을 지향하는 전략을 추구, 96년 이후 매년 흑자를 기록

- 그러나, 아마존이나 Niche Player들로부터의 도전, 매출신장세 및 순이익

률의 둔화 등 해결해야 될 새로운 과제가 대두

eBay의 경영성과
단위:백만달러

96 97 98 99 2000

매 출 0.4 5.7 47 225 -

종업원수(명) - 76 138 - -

순이익 0.1 0.9 2.4 10.8 -

영업현금흐름 - 0.8 6.3 67 -

주식시가총액 - - 9,641 16,899 14,764

* 주식시가총액은 7월 25일 현재 기준

가. CEO

□ eBay의 창업자 피에르 오미디아르(Pierre Omidyar)는 S/W 엔지니어 출신

으로 일찍이 개인간 거래의 장소로서 인터넷의 효용성에 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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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Tufts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후 95년 친구 3명과 함께 Ink

Development라는 회사를 설립

- 95년「Auction Web」이란 이름으로 경매서비스 개시, 97년「eBay」로

개명하고 사업을 본격화

- 98년 전문경영인 마가렛 휘트먼(Margaret Whitman)에게 CEO 자리를 물

려주고 자신은 회장(Chairman)직에 취임

□ 휘트먼은 하바드 MBA 출신으로 주로 마케팅 분야에서 경력에 쌓아 온 인

물

- 장난감 회사인 Hasbro사에서 글로벌 마케팅 담당자, Walt Disney 소비자

제품 사업부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 Bain & Company 부사장, Procter

& Gamble 브랜드 담당자 등을 역임

-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사이버 벼룩시장으로서 eBay의 브랜드

를 강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

나. 비전

□ eBay의 비전은 '지구상의 어떠한 물품이라도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임

- 골동품에서 일용잡화, 중고 자동차, 컴퓨터 시스템 등에 이르기까지 어떠

한 물건이라도, 개인이든 기업이든, 구매자(Buyer)와 판매자(Seller)가 자

유롭게 참여하여 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지향

- eBay는 출발부터 「제품의 제공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건설자」를 지향

70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 71 -

We help people trade practically anything on earth. …

We will continue to enhance the online trading experiences of all our

constituents - collectors, hobbyists, small dealers …. The growth of

eBay community comes from meeting and exceeding the expectations of

these special people.

- Our Mission, Company Overview

다. 사업 도메인

□ 최초로 인터넷 경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간 거래에 새로운 차원의

환경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가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

- 이전의 비효율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웠던 개인간 거래를 인터넷을 활용함

으로써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생활양식으로 전환

·웹 중개를 통한 저렴한 비용 : eBay는 단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거래 성사시 당사자끼리 물건을 배달하고 결제하도록

함

→ 판매자는 물건값에 따라 25센트에서 50달러 정도까지 등록비를 내고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로부터 거래가격의 1.25%∼5% 정도의 수수료를

받음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 Feedback Forum, Safe Harbor와 같은 독창

적인 방식으로 경매 사기율을 1만건당 1건 정도로 유지

·Feedback Forum : 경매 참가자들이 거래 후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게시

하도록 하는 일종의 공동체적 감시기구

·Safe Harbor : 회원 등록시 경매 참가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

증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더 불안한 고객을 위해 경매물건에 대한

보험가입 서비스를 제공

·게임방식의 경매절차 :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의 e-메일 주소를 알려주거

나, 현 최고가에 낙찰되는 일반입찰과 이전 최고가로 낙찰받을 수 있는

프록시입찰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가자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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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진행

- 1:1 서비스 개념의 「Personal Shopper」도입

·Personal Shopper는 변화감지 S/W를 사용하여 이용자가 주제어나 사양,

가격 등 다양한 조건으로 매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원하는 매

물이 나올 경우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e메일, 휴대폰 등으로 통보

- 이용자 수 급증에 따른 네트워크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지

속하고, 시스템 교체 후에도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

□ 최고의 사이버 장터라는 핵심 노하우과 방대한 이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사

업다각화를 추진

- eBay 공동체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많은 중소기업

을 끌어들이기 위한 "Power Seller”프로그램을 추진

·이들 Power Seller는 현재 eBay를 통한 총 거래액의 80% 정도를 차지

-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간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B2B 진출을 공식화함

·기업간 거래품목의 단가가 개인간 거래품목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고부가

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간주

·「Business Exchange」서비스를 통해 컴퓨터 H/W 및 S/W, 사무기기 등

34 카테고리에 60,000개 이상의 기업용 품목을 제공

·AOL 등 주요 사이트를 통한 배너광고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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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y의 사업 다각화

개인간 거래

B2C

Power Seller

Program

B2B

Business

Exchange

경매중개 핵심역량 강화

라. 수익 모델

□ eBay의 수익원천은 판매자의 등록비(listing fee)와 거래 성사시 판매자로

부터 받는 수수료(selling fee)로 구성

- 커뮤니티 확대를 바탕으로 개인간 거래에서 고부가 분야인 B2C, B2B 분

야로 사업을 확대

- 야후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웹 중개자로서의 강점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제품·서비스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

- 반면, 아마존이나 야후에 비해 eBay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커뮤니티를 확

보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는데 주력

·온라인 대화방인 「eBay Cafe」를 통해 회원은 특정 물건이나 관심분야

에 대한 정보·지식을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

·eBay 커뮤니티에 대한 홍보와 회원간 친목 도모를 위해 우표 박람회, 동

전 엑스포 등 특정 주제별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Trade Show」를

개최

·eBay 수집가를 위해 「eBay Magazine」, 「모든 것을 사고 팔고 수집할

수 있는 eBay 가이드」등 다양한 잡지를 발행

·비영리 자선단체 「eBay Foundation」의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

성공적인 닷컴 기업의 경영전략 73



- 74 -

□ 커뮤니티 지향 전략, 웹 중개자로서의 탁월한 역량에 힘입어 96년 이래 연

평균 810%의 매출신장률과 매년 흑자라는 눈부신 성과를 달성

- 지난 1월 중 경쟁사인 아마존의 하루 평균 방문자(Visitor) 수가 1,130만

이었던 데 비해 eBay는 1,780만을 기록(Media Metrix, 2000. 1. 3∼9

평균)

- 영업 현금흐름도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어 닷컴기업 거품론에 따른

주가하락폭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

·99년 말 63달러 대였던 주가가 2000년 7월 25일 현재 56달러 대를 유지

- 그러나 eBay 역시 수확체증의 경제를 향유할 수 있는 임계치(critical

mass)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존이나 Niche Player로부터 심각

한 도전과 함께 매출신장세, 순이익률 둔화의 극복이라는 과제에 직면

eBay의 최근 영업실적 추이
단위:백만달러

99. 6 99. 9 99. 12 00. 3

영업현금흐름 20 20 67 11

투자현금흐름 △406 △513 △603 △8

재무현금흐름 696 702 719 56

총현금흐름 310 209 182 59

순이익 0.8 1.4 4.9 6.3

마. 경영시스템

□ eBay의 전략은 인터넷 경매중개 분야에 전력함으로써 강력하고 방대한 커

뮤너티를 건설하는 것임

- eBay라는 브랜드와 탁월한 중개서비스는 매일 400만건의 새로운 경매 등

록건수와 450,000개의 새로운 경매물건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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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S/W 개발 및 시스템 개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M&A, 전략적 제휴를 추진

·Billpoint 인수(P2P 결제, 1999), TradeOut.com 지분 인수(기업 재고 판

매, 1999)

·Amazon-Sothebys 연합에 대응하기 위해 골동품과 미술품 경매로 명성이

있는 Butterfield & Butterfield를 인수(1999)

·디즈니의 GO Network와 공동으로 P2P, B2C 경매사이트를 개발(2000)

바. eBay의 전략 경로(Strategy Path)

□ 최초의 인터넷 경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었을 뿐만 아

니라 1:1 서비스 개발 등 가치창조자(Value Creator)로서의 면모를 유지

- 핵심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생성·확대를 촉진하고 커

뮤너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

- 또한 순수한 웹 중개자로서 「Small Fee, Big Volume」전략을 성공적으

로 추진

가치통합
(Value Integration)

Value Chain
Integrator

Value Chain

Provider

C ommun ity

Carer

Network

former

가치혁신

(Valu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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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커뮤니케이션(www.daum.net)

개 요

자료:한국신용정보, 2000년 7월 발행 기준

◇ 1995년 프랑스 유학생 이재웅(현 CEO, 지분 22.6% )이 '인터넷은 미디어'

라는 비전으로 창업

◇ 2000년 7월 한국 인터넷 인구의 80%인 1,200만명의 회원 확보

◇ 평생무료 이메일 서비스 한메일과 다음 카페 등이 회원의 지수함수적 폭증

을 쌍끌이

◇ '한메일넷'에서 'Daum(www.daum.net)'으로 대표 사이트 개편, 슈퍼 메가

포털 지향

◇ 2000.1. 통합 검색 서비스 'Daum Fireball' 시작

◇ 99년 11월 코스닥 상장이후 액면가의 770배선인 38만원대까지 주가 상승

◇ 2000년 하반기초 국내 닷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나스닥 상장 추진

◇ 독일 베르텔스만 등 미디어 복합그룹과 파트너십 구축, 미디어 부문 강자

로 재도약 추진

◇ 골드만 삭스가 다음의 목표가를 13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메릴 린치가 언

더라이터로 가세하는 등 <다음>이 세계적 브랜드로서 가능성 과시

◇ 주가는 71,950원(액면가 500원),시가 총액은 8천7백억원 수준- 2000.8.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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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야후코리아 실적 추이
단위:억원

야후코리아 다음

1999년 상반기 매출 16 15.1

2000년 상반기 매출 103 102.3

매출 증가율 543.8% 576.7%

2000년 상반기 영업이익 20 - 37.8

2000년 상반기 순이익 40 128.7

자료: “닷컴도 닷컴 나름...위기는 없다”동아일보. 2000.7.26.

가. CEO

유럽풍 세련됨과 유토피아 지향성이 장점

□ CEO를 비롯한 창립 멤버들이 유럽풍의 기질과 성향을 보유하고 미국 일변

도의 인터넷 비즈니스 물결에 신선한 충격으로 등장

- 프랑스 유학생 출신 이재웅대표 등의 새로운 발상과 접근이 크게 어필

ㆍ중세 유럽 전쟁에서 착안해 작명한 파이어볼(다음의 새로운 검색 시스템

www.fireball.co.kr)이 대표적 케이스

- 이재웅대표는 ENS(프랑스파리고등사범) 연구원을 거치며 자유롭과 진취

적인 코스모폴리탄적(세계시민)인 기질 겸비

ㆍ‘새로움에 대한 조급증(Innovation Complex)’에 빠진 인터넷 비즈니스의

분위기 속에서 콘텐츠의 깊이, 문화적 배경, 미학 등을 숭상하는 유럽적

기풍을 견지

□ 경영 기술 부문은 이너 서클이, 전략 디자인은 아웃 소스들이 주력

- 중역 5명중 4명이 이재웅대표와 같은 연세대 동문으로 이너 서클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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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5명이 전체 경영진의 출신 균형을 잡아주고 미래 미디어 환경에

대한 경영 자문과 전략 기획 수행하며 CEO를 보좌

ㆍ사외 이사 5명 전원은 미디어 복합 및 전문 기업 소속

다음의 사외이사 현황

사외 이사 소속사, 경력 및 직위

윤 석 민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석사, Harvard MBA

- SBS 경영기획 이사

- ㈜태영 상무이사

David Kim

- Stanford Univ. 경제학 전공

- Lycos.com 아시아사업개발 담당

- Executive of Softbank Asia

- 1999.12 ~Softbank

박 영 신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 현, ㈜데이콤 인터넷사업본부장

Alfred Tolle
- President of UFA Entertainment (affiliate of Bertelsmann Multimedia)

- Cologne University (B.A.)

Hans Wachtel
- President (G+J EMS GmbH, Current)

- Aachen University (B.A.)

나. 비전 -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이다"

□ 협동작업(Collabor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동료(Colleague) 등

3C가 키워드

- 인터넷을 문화이자 커뮤티케이터로 인식하고 고객과 친숙한 동료

(Colleague) 관계를 형성한다는 이념을 추구

78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 79 -

다음의 비전

친구, 동료

(Colleague )

친 구, 동료

(Co lleague)

친구, 동료

(Colleague)

Communication Collaborate

Messaging

다음 Community

Commerce

다. 사업 도메인 - 무료 서비스 공급에서 고객 종합 케어로 진화 발전

□ 「다음 카페」로 확보한 고객 커뮤니티를 통해 종합 고객 케어로 전환

- 전자 상거래, 인포미디어리, 메세지 서비스 등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설

계

- 기업 고객을 위한 웹 호스팅 서비스, 시스템 통합 서비스 등도 고객 케어

차원에서 유지

ㆍ1999년 23%의 수입이 시스템통합에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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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투자한 회사(2000.8.2.현재)

□ 메가 포탈, 슈퍼 허브 구축 단계에 진입

- 한글무료이메일 한메일, 사이버동호회 카페, 검색엔진 파이어볼 등을 확보

하고 메가포탈의 요건을 구비

ㆍ파이어볼(www.fireball.co.kr)은 야후로 대표되는 '디렉토리형 검색서비스'

와 알타비스타가 원조격인 '웹검색엔진서비스' 두가지를 겸비

- 야후가 yahoo.com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팽창시키는 확충형 도메인 전략

을 펼친 것과 달리 다음은 흩어진 포털을 메가 포털로 집약시키는 전략

구사

라. 수익 모델

□ '손이 덜가는' 전자 상거래를 주요 수익원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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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쇼핑몰만 운용하고 물류 운송에는 개입하지 않는 형태의 전자 상거

래 비즈니스 개시

ㆍ도서, CD, 가전제품, 자동차용품, 화장품, 보석장신구, 꽃배달, 여행 등 8

개 부문 주력

- LG홈쇼핑 등 전문 업체와 업무 제휴를 통해 물류, 소비자 관리 등 취약점

보완

□ 초기에는 평생 무료 e-메일 서비스에 주력: Value Provider

- 한메일을 통한 e-메일 서비스 제공은 미국의 hotmail.com의 비즈니스 모

델을 모방한 것으로 수확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고객 확보에 결정적 기여

- 평생 무료 e-메일 서비스는 고품질 서비스와 결합하여 상승 효과 발휘

ㆍ경쟁사가 부가 서비스 정도로 e-메일 서비스를 제공했던데 반해 다음은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한 가운데 고품질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1년 반만인 98년 12월 국내 인터넷 업계 최초로 100만명 회원 확

보

□ 「다음 카페」를 통해 고객 커뮤니티 창출 및 확산을 추진

- 한메일 성공후 대표 도메인을 www.daum.net으로 변경(99년 6월 회원수

200만명 돌파 때)

- 무료 서비스를 받은 고객들이 동호회, 가상 조직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음 카페로 대거 모여드는 충성도를 과시

ㆍ인터넷 등록 기업 1호인 골드 뱅크가 느슨한 고객 집합의 원형을 탄탄한

커뮤니티로 묶지 못한 것과 좋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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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페의 성공

◇회원간의 만남의 장으로 시작. 이어 여성 전용 토털서비스인 '미즈넷' 과 함께

사용자 참여로 만들어지는 정보마당인 '마이칼럼', 쇼핑 뉴스 증권 보험 경매 날

씨 영화 음반 영어학습 건강정보 서비스 등을 개설, 포털사이트로서 거듭남.

◇네티즌이 이제 무료이메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호회를 만들고 비슷한 관

심을 가진 사람과 만나기 위해 모이기 시작. 카페회원들은 서로 연락하기 위해 한

메일 가입이 필수적이어서 카페와 한메일은 서로 상승작용을 발생. '변신'을 선언

하고 카페에 '집중'한 이후 2개월만인 99년 8월 다음 회원은 300만명을 돌파.

2000년 7월초 회원수 450만명선에 도달.

□ 「다음 카페」는 국내 네티즌들이 과거 PC 통신 시절 보여줬던 서클, 동호

회,채팅, 게시판 등에 대한 선호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

- 99년 6월 야휴 라이코스 등의 본격적인 한국 시장 공략에 대비, 지극히

한국적인 컨셉에 착안한 것이 주효

ㆍ야후 등은 이미 세계적 네트워크를 지녀 특정한 로컬 테마로 얽혀드는 소

그룹, 동호회류의 커뮤니트에는 부적합

ㆍ반면 다음은 한국적 정서를 강조하여, 영어 일변도로 되어있는 인터넷에

대한 저항감을 약화시키는데 성공

라. 경영시스템

커뮤니티 활동과 연계된 인사ㆍ조직

□ 임직원 채용과정 자체를 커뮤니티 확충의 일환으로 활용

- 대외적인 마케팅, 사업 기획 등 책임자는 전격 영입

ㆍ제일기획과 야후코리아에 있었던 이명환씨를 사업기획 총괄 부사장 겸

24/7미디어코리아 대표이사로 영입

- 직원 채용과정을 공개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운용함으로써 또하나의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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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의 기회로 활용

□ 직원 150명이 한국 인터넷 인구의 80%를 담당하는 초고효율 조직 운영

- 직원 1인당 8만명꼴로 超슬림 조직에 의한 超거대 고객 관리의 전형

ㆍ99년초 40명선→ 2000년초 90여명→ 2000년 7월 150명선으로 아직은

가벼운 몸체 유지

- 팀장사원제로 직급을 폐지하고 직능을 강조

ㆍ사원-주임-선임-팀장의 서열을 없애고 사원과 팀장만이 존재

- e-메일로 성장한 닷컴기업 답게 업무 처리에도 E-메일 방식을 적극 활

용, 불필요한 프로세스 타임을 절감

□ 소유 구조면에서는 수평 조직화가 아직 요원

- 우리 사주 조합의 지분 보유율은 4.0%에 그쳐 40~50%에 달하는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Bottom-Up' 형 조직 구조와는 괴리

- 여전히 이재웅 대표(지분 22.6%), 이택경 CTO(6.79%)에 주요 의사결정

을 주로 의존하는 수직적 질서가 엄존

노동과 놀이가 일치하는 기업 문화 지향

□ 95년 설립이래 이직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소속감과 종업원 충성도가 높은

편

- 상대방을 부를때 직급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을 강조한 '~씨'로 통칭

□ 자유로운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다음' 기업 문화의 진원지를 자임

성공적인 닷컴 기업의 경영전략 83



- 84 -

- 직원들의 평균연령은 27세, 청바지에 배낭을 매고 출근하는 캠퍼스 분위

기

- '여성상위 회사'라고 불릴 정도여서 부드럽고 세련되며 편안한 이미지

- 팀별로는 업무 사항을 보고하며 낙서방과 토론방을 통해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등 '노동과 놀이의 일치'라는 이상에 근접하려는 시도

전략적 제휴 본격화

□ 「다음 카페」로 사세확장에 성공한 후 자본유치와 전략적 제휴 본격화

- 99년 회원수 300만명 돌파를 전후로 독일 베텔스만, 미국 24/7, 미래창

투, LG캐피탈, 현대기술투자,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외업체로부터 투자 유

치

ㆍ 베털스만 등과는 전략적 제휴관계도 동시에 맺어 글로벌화의 발판 확보

저먼 아이디어 - 파이어 볼

파트너이기도 한 독일의 최대 미디어 복합 그룹 베텔스만의 자회사인 검색업체 그

루너운트야(Gruner+Jahr)와 '파이어볼' 검색서비스를 공동 개발.서비스 명칭부터

'이국적이고 신비로우며 뭔가 강력한 이미지를 추구하는’네티즌들의 정서에 부합.

미국적 경쾌함과 SF적 이미지(야후, 스타크래프트 등)에 식상한 한국의 네티즌들

에게 고전적이고 진중한 이미지의 브랜드명, '파이어 볼'을 선사

- 99년 11월 코스닥에 입성해 약 200억원의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마련한

후 자금 운용 및 투자에도 본격 착수

마. 다음의 전략 경로(Strategy Path)

□ 다음은 초기에는 단순한 무료 이메일 서비스라는 가치(사슬)만을 제공하다

다음 카페 등의 다채로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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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직수입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개선(Value

Imporvement)하는 과정에서 고객 토털 서비스를 위한 기반 확보

가치통합(Value
Integration)의 정도

Valu e Chain

Ve ndor

Netw ork

Former

Communi ty

Carer

Value Ch ain

Integrato r

가치혁신(Value

Innovation)의 정도

99년 이후

6) 새롬 기술(www.serome.co.kr)

개 요

자료:한국신용정보, 2000년 7월 발행 기준

◇ 1993년 오상수 사장 창업. 부인인 길아라씨(현재 숭실대 교수)가 상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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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으로 작명

◇ 95년 새롬 데이터맨 개발, 97년 미주 지사 설립

◇ 99년 8월 코스닥 등록, 99년 10월 미국에서 다이얼패드 서비스 개시 (미

GTE사와 전략적 제휴 체결(VoIP 서비스)

◇ 2000.1 국내 다이얼 패드 서비스 개시

◇ 2000.1 삼성과 인터넷비지니스에 대한 전략적 사업 제휴 체결

◇ 2000.4 네이버컴㈜에 10% 투자(250억원

◇ 2000.4 ㈜프리즘 커뮤니케이션과 전략적 제휴 체결 기업대상 유료화서비

스

◇ 2000.6 홀딩 컴퍼니(지주회사)의 벤치 마크로 삼고 있는 미국 CMGI와 전

략적 제휴 체결

◇ 2000.6 다이얼패드 가입자 1,000만명 돌파

◇ 주가는 28,950원(액면가 500원),시가 총액은 1조5백억원 수준- 2000.8.2.

현재

◇ 당기 순이익은 1999년 한해 10억여원, 2000년 1/4분기 동안에는 35억원

의 영업 손실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 8천여만원 기록(http://www.etrade.

co.kr)

가. CEO

□ 오상수 대표는 글로벌화된 한국의 젊은 CEO로 정평

- 새롬을 대기업 그룹과 비교하며 국가 경제 기여도를 자주 강조하는 등 항

상 대규모 사업 구상에 골몰하는 통 큰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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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에 능통한 글로벌 테크니션

◇ "미국에서 다이얼패드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는 CEO의 커뮤니케이션 능

력이 크게 좌우했다"는 평. 미국에서 중학교를 나온 오상수 사장이 영어 회화에

능통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더욱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었다는 후문. 오 사장

은 부친인 오정태 회장이 업무상 미국 뉴욕에서 거주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곳에

서 영어를 배우고 현재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가졌음.

◇ 또 '대전엑스포 일행찾기 시스템', '노트패드 필기문자인식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및 지식베이스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91년부터 93년까지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지능연구센터 연구원을 지내는 등 기술 전문가로서도 인정.

나. 비전

□ 전문 기업이 아닌 벤처 대기업 그룹 또는 복합 지주 회사를 지향

- "세상에 없던 새로움, 새롬"이라는 기업목표를 설정하고 종합 인터넷 커뮤

니케이션 그룹을 지향

- 인터넷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전문 기업을 지향하는 한편 인터넷 인큐베이

터로서의 도약을 꿈꾸는 야심적인 비전을 채택

□ 최근 벤치마킹 대상 기업을 소프트 뱅크에서 CMGI로 선회

- 기술 벤처로 출발했으나 도중에 인터넷 유망 기업에 대한 직ㆍ간접 투자

로 자본 네트워크(Capital Network)를 형성하는 소프트 뱅크식 넷 자이

바추를 목표를 설정

- 이후 벤처 인큐베이터의 성공 모델인 CMGI를 새로운 벤치 마킹의 대상으

로 설정 전략적 방향을 1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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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CMGI는 인터넷관련 65개사와 CMGI@ventures란 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자회사간 유기적구성과 인력지원 공동마케팅 법률지원 등으

로 강력한 인터넷벤처 그룹을 형성

다. 사업 도메인

□ 핵심 역량인 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시발로 솔루션, 서비스, 컨설팅, 신규

벤처 투자, 육성, 글로벌화 지원 쪽으로 다각화

- 다이얼패드로 알려진 인터넷 음성 전화 기술의 시장 선점자(First Mover)

로서 기술 부문 도메인 시장의 고착화(Lock-In)에 우선 치중

- 인터넷 전화의 인접 도메인인 토탈 솔루션, 서비스 제공으로 이행하면서

문제 해결형(Problem Solver)에서 고객케어형(Customer Carer)으로 이

행

새롬 기술의 사업 도메인 지도

자료: http://www.serome.co.kr/about/02_missionvision_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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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의 유망 신 기술

새롬은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라는 새 기술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음. 그동안 인터넷전화는 H.323으로 불리우는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

문에 전화를 이용하기 전에 2-3메가에 이르는 데이터를 컴퓨터로 내려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랐음

VoIP를 이용하면 인포터치 넷에 통합해 인포터치의 국제적 네트워크인 '서프넷 키

오스크‘로 다이알패드의 통화영역을 확장

새롬은 또 초소형 ADSL모뎀을 곧 출시하고 음성압축기술 외에도 디지털비디오오디

오(DAV)란 독자적인 동영상관련 기술에도 주력한다는 방침

- 핵심역량(Core Competence)중 브랜드인 dialpad를 활용한 관련 다각화

의 성과는 아직 미흡

ㆍ반면 배타성이 없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원천으로 한 기술부문 관련 다

각화에 치중하고 있으나 이역시 성과는 현재 불분명

라. 수익 모델

□ 무료에서 유료로 커뮤니티에서 커머스로 이동중

- 다이얼패드는 초기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00년 3월 미국의

24/7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수익 모델을 겸비

- 시장규모가 작은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초기 수익 확보에 난관을 겪

을 것으로 예상

- 다이얼 패드의 수익성 약화에 대응, 다이얼 패드 이외의 부가서비스 제공

을 통한 대응전략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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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M(Cost Per Thousand banner ads) 논란

◇ 새롬은 CPM이 현재 약 25달러선이라고 공개. 이 가운데 24/7미디어가 광고를

다이얼패드쪽으로 유치해올 경우 20달러를 가져감. 새롬의 몫은 5달러선. 광고

주가 직접 광고를 다이얼패드에 의뢰할 경우에만 Dialpad.com이 CPM인 25달러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메카니즘

◇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새롬의 한계비용이 'net CPM'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

적. 골드만삭스의 추정에 의하면 Dialpad.com의 임프레션당 1,000건당 비용

(CPM)은 약 10달러인데 반해 수익은 5달러선.

◇ 현재 Dialpad.com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순 CPM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

대. 첫째 방안은 마케팅강화로 직접 광고 수주. 둘째는 CPM가격 인상. 셋째는

좀 더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

-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연결장비 등 오프라인 부문이 기존의 수익 기반으로

역할

ㆍ모뎀(새롬 윙스)과 커뮤니케이션 에뮬레이터(데이타맨 98) 등의 개발과 생

산으로 확장하면서 1999년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

□ 미래 이익 모델은 기존 서비스의 뉴 버전과 커머스와의 결합에서 모색

- 다이얼패드 등의 음성 커뮤니케이션 기재(Communication Tool)을 발판

으로 화상, UMS 나아가 검색엔진(Search Engine) 등 다양한 사업 영위

를 기대

- 차기 수익 모델로서 기업형 유료 다이얼패드와 동영상 광고가 2배 이상

의 수익을 거둬줄 것으로 낙관

- 각 기업의 업무 환경에 맞게 재조정돼 통화품질을 향상시킨 기업형 유료

다이얼패드 보급을 통해 본격적인 수익원 창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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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유료 다이얼패드

◇국제 전화량이 많은 중소 무역업체등이 이 서비스를 주문하면 자신의 업무에

적합한 다이얼패드 프로그램이 들어간 컴퓨터를 제공받게 된다.통화료는 미국 국

제전화의 경우 분당 50원 미만으로 아주 낮게 책정,고객이 거의 부담이 없이 사

용할수 있게한다는 방침

- “막대한 회원수와 트래픽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자상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합병을 통해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갈 경우 그리고 해외진출이 성공적으

로 이뤄질 경우 사정은 크게 달라질 것이며 Diapad.com의 경우 2001년

까지 적자를 본뒤 이후 2002년부터 흑자를 보게 될 전망”이라고 분석(

골드만 삭스 리포트)

□ 서비스 운용 비용의 압박이 이익 모델의 기반을 위협

- 증대하는 운용비용의 압박과 거대 경쟁사의 공략이 새롬의 기업 가치

(Company Value)를 손상

- GTE와 하나로통신에 지급하는 접속료가 주요 비용 요인으로서 GTE의

경우 분당 0.02달러,하나로통신은 분당 22원씩이 책정

ㆍ서버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진 설비지출 규모도 큰 부담

- 무료 내지 유료로 인터넷 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는 기존의 전화회사

인 MCI월드콤이나 AT&T 등 미국 내에서만 수십여개

마. 경영 시스템

□ 벤치마킹 대상인 벤처 인큐베이터 CMGI로부터 자금 유치

- 2000년 4월 1차 자금모집분 1,680만달러를 CMGI로부터 유치, CMGI 지

분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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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60억원의 새롬기술은 지난해(99년) 매출액 279억원에 순이익 10

억원, 2000년엔 두 배 정도 늘어난 627억원의 매출과 40억원의 순이익

예상

새롬기술 자회사 출자 현황

새롬

새롬소프트

75%

22.5억

새롬닷컴

100%

3000만달러

다이얼패드

41.75%

475만달러

KIH

5%

10억

네이버컴

10%
250억

새롬벤처스

100%

250억

다이얼패드재팬

100%

1억엔

자료: 조선일보, 2000.7.28."새롬의 미래는 지주회사“

□ 삼성과 제휴해 국내 최대의 후원자이자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확보

- 삼성의 글로벌 마케팅력을 활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제휴를 감행

ㆍ"삼성과의 제휴는 다이얼패드의 확산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새롬의 전반

적 사업구조를 글로벌인터넷회사에 적합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것"(새롬기

술 오상수사장)

- 동아시아 시장에 대한 일본 소프트뱅크, 히까리통신 등의 적극적인 공세

를 견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삼성-새롬 제휴가 성사

□ 株厚給薄(주식은 후하고 봉급은 박한 방식)의 임금 체계 유지

- 한국식 호봉제를 변형하여 임원연봉수준은 2,400만원선. 직원평균 연봉은

1,500만원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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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벤처 기업보다 오히려 적다는 느낌을 정도이며 IMF 때 40% 감소됐

던 수준을 지금도 유지

□ '젊음, 끈끈함, 그리고 자유분방함'이라는 문화적 특성을 유지

- 영동고 서울대, 카이스트를 잇는 그룹이 주축을 이뤄 끈끈한 결속력 과시

ㆍ오상수 사장을 포함해 새롬기술의 임원 6명중 절반이 영동고 출신

- 1993년 창업때의 원년 멤버들이 계속 뭉쳐 일하고 있는 짧지만 강한 전

통

바. 새롬의 전략 경로

□ 커넥션으로 결속한 네트워크 형성자(Network Former)로서는 완숙한 상태

로 커뮤니티 케어러를 지향

- 인터넷폰을 통한 커넥션의 확보는 기록할만한 수준이나 전자상거래, 콘텐

츠 비즈니스 등과 결합한 커뮤니티 케어러에는 아직 도달 못함

가치통합
(Value

Integration)

Value Chain
Integrator

Value Chain
Prov ider

C ommun ity

Carer

Netw ork
former

가치혁신
(Valu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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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옥션(www.auction .co.kr)

개 요

한국신용정보, 2000년 7월 발행 기준

◇ 오픈마켓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통한 경매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로 확고한

이익 창출

◇ 98년 4월 국내 최초로 경매 방식 닷컴기업 비즈니스를 개시한 이래 2년만

에 코스닥에 전격 공개

◇ 120만명의 탄탄한 유료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가장 안정되고 확실한 이익

모델을 가진 닷컴기업으로 부상

◇ 현재 (2000.7월) 경매물량 일일평균 260,000 만개 상품 경매/일일 페이지

뷰 평균 460만 페이지뷰/일일 사이트 방문자수 30만명/사이트 체류시간

19분/보유 회원 120만명/상품 규모 총 303개 분류 항목 보유/거래 객단가

평균 16만원대/월 경매 성사액 150억원/협력 업체 750개 업체

◇ 특히 높은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도메인값만 인터넷 경매 경쟁사의 4배 이

상인 1,2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나경제연구소).

◇ 국내 시장 석권을 계기로 이미 <인터넷 경매 원조 기업> 격인 e*Bay가 진

출해있는 일본 시장에 진출했으며 '동남아 경매 연합’결성을 추진하는 등

닷컴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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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는 31,800원(액면가 500원),시가 총액은 3천9백90억원 수준-

2000.8.2. 현재

가. CEO

□ 국내와 국외로 역할 분담된 공동 대표 체제

- 1999.10 (주)인터넷경매에서 (주)옥션으로 상호변경하면서 국내 담당 이

금룡, 국외 담당 오혁 공동대표이사 취임

- 1996년 설립된 (주)일사랑정보가 모기업으로 영업권 인수 등을 거치면서

새 로운 최대주주인 KTB네트워크측이 전문 경영인을 CEO로 영입

□ 국내 부문 사장인 이금룡사장은 삼성물산 이사 출신의 '인터넷 비즈니스 총

설계사'로 평가

- 전략적 제휴의 1인자라는 명성을 듣기도 한 이금룡사장은 기초 경영과 관

리력을 닷컴기업에 이식

- 이금룡사장은 경영의 세련화가 요구되는 옥션 등 국내 닷컴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CEO로서 기대를 받고 있으며 대기업과 닷컴기업간의 정신적 랑

데뷰를 실현

□ 국외 부문 사장인 오혁사장은 모기업 창업자로서 정신적 지주로 평가

- 한국통신 전화국 수납관리 시스템 개발(1991) 등에 참여한 기술 컨설팅

전문가로 1997년 인터넷 경매 시스템을 직접 개발

- '북유럽 호수같은 냉정한 전략가'라는 평을 듣고 있으며 주로 신규 시장

진출, 신규 사업 추진 등에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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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오혁 사장의 타고난 영업맨 기질

◇초등학교 시절 음료수, 레코드판 판매부터 시작된 파란만장한 영업 경력과 농산

물 전자경매시스템, 코트라 무역 정보 시스템, 신세기 통신 CSBS 등 다양한 개발

경력 보유. 62년생 호랑이띠로 서울 동성고등학교 동국대학교(일문학과) 졸업

나. 비전

□ 소비자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시장의 주역이 되겠다는 목표 설정

- 새로운 경매 시스템 개발과 도전적인 벤처 정신 유지를 통한 시장 선도가

가장 중점적인 목표

- 시장 선도와 함께 전통적인 기업의 덕목인 고객만족과 윤리경영을 강조

한우물만 파겠다

◇“옥션은 그간 임직원과 주주들에게 세가지 약속을 해왔다. 첫번째 약속은 옥션,

인터넷경매란 한우물만 파겠다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투입하여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겠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욕심을 내다간 기업의 뿌리를 다칠

우려가 있다” - 이금룡 대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 사업 도메인

□ 단기적으로 경매 비즈니스를 'One & Only' 사업 도메인으로 특화

- 철저하게 인터넷 경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문에만 특화하고 지원 비즈

니스중에는 배송을 위한 물류 분야 정도에만 직접 진출

ㆍ2000년 3월 동서물류에 60% 지분 투자

- 경매의 지원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마케팅 역량이 큰 기업, 기술 및 솔루션

부문 시장 주도자 등을 기준으로 전략적 제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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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다각화보다는 핵심 역량이 있는 키 도메인에 집중

- 야후 코리아나 다음과 같은 메가 포털들은 물론 올드 미디어들도 인터넷

경매 시장에 무차별 진출하는 데 따른 수성의 부담과 위기 의식 작용

- 시장 지배권을 확보한 후 관련 다각화를 통해 '고객 케어러’로 변신한다는

전략을 추진중

라. 수익 모델

□ 수수료를 받는 유료 이익 모델의 기조를 유지

옥션과 경매 업체의 수수료 구조

경매의 수 익구조 옥션의 수수료 내역(2000.8 .1 현재)

등록수수료

회사는 경매시작가가 20,000원 이상인 물품을 등록할 경우에 판매자

에게 등록 건당 300원의 등록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등록수수료는 낙

찰여부, 반품여부에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

낙찰 수수로

판매자만에게만 부과. 판매총액이 10만원이하일 경우 판매총액의

3.0%, 10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경우 판매총액의 2.5%,

그리고 50만원 이상일 경우 판매총액의 2.0% 상당액(100원 미만은

버림)을 낙찰 수수료로 부과

부가 수수료

등록수수료와 비슷한 개념 , 자신이 등록한 물건을 좀 더 눈에 띄

게 부각시켜줌에 따라 받는 수수료. Photo shop을 선택하면

New tag, 제목 굵게, Gift shop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Photo shop과 today's special을 함께 선택하면, 20,000원의 부가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며, New tag,제목 굵게,Gift shop은 무료로

이용

기타 수익

광고와 제휴 매출 (옥션과 경쟁 업체인 와와닷컴기업의 경우 LG캐

피탈의 회원 카드하나 만들때마다 카드당 5천원씩 수익 형성)

이밖에도 B2C 경매 입점 수수료, B2B 경매 등의 종합 경매 서비스

를 통한 수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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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는 2.5~3% 수준이며 여기에 광고료, 부가수수료 등을 가산할 경우

통상 수익률은 매출액 대비 5%선

□ 안정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익기반 구축

- 선점효과나 브랜드 인지도와 함께 인터넷경매와 관련된 제반 기술의 우위

를 달성

ㆍ특히 금전 결제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매매보호장치'

기술 등을 보유

옥션의 자랑 '매매보호장치'

◇옥션이 자신하는 국내, 혹은 아시아 경쟁력은 바로 이런 점을 파고든 '매매보호

장치'. 매매보호장치는 불량거래를 최소화하는 옥션만의 제도. 일단 낙찰이 결정되

면 구매자는 거래대금을 옥션측으로 입금한다. 옥션은 입금사실을 확인해 판매자

에게 메일을 발송.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 구매자가 불만없이 물품을 접수한 것이

확인 되고 나면 그때 판매자에게 대금을 입금. 결국, 온라인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책임한 판매·구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옥션이 중간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 물론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이뤄지므로 시간 소비는 거의 없음

마. 경영시스템

□ 최대주주인 ㈜미래와 사람 권성문 사장의 맨파워와 창업자가 공존하는 더

블 포스트 체제

- 권성문사장 관련 지분은 64%(개인으로서는 2대주주로 26.52%, 2000.4.6

현재)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 사실상 지주회사(holding company)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모기업(KTB

네트워크 또는 미래와 사람)의 풍부한 인적, 자금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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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정신이 충만한 우량 닷컴기업의 기업 문화

- 대기업과는 차별화되는 벤처형 문화 견지

ㆍ도전적인 벤처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초기의 동질감과 검소함 등을 강

조

- 동고동락하고 결실이 커지면 나눠 갖자는 기본 이념을 고수

바.옥션의 전략 경로(Strategy Path)

□ 종합 경매를 지향하면서 'Value (Chain) Integrator' 방향으로 이행중

- 옥션은 실질적인 고객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경매라는 상거래

(Commerce)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Network Former'단계를

졸업

- 앞으로 커뮤니티 관리와 다채로운 콘텐츠 공급 서비스까지 실행하고 이익

모델도 정립할 수 있게되면 'Community Carer'로 발전 가능

가치통합
(Value Integration)

Value Chain
Integrator

Value Chain

Provider

C ommun ity

Carer

Network

former

가치혁신

(Valu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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