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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B 2C 닷컴기업의 본질과 위기

□ B2C 닷컴(이하 닷컴기업)의 본질은 소비자 대상 서비스업

무형재 닷컴기업

유형재 닷컴기업

3C 서비스의 종류

Contents 정보제공 서비스 (예: Yahoo)

Community 동창회 서비스 (예: 모교사랑)

Commerce 유통ㆍ판매ㆍ중개 서비스 (예: Amazon, eBay)

□ 닷컴기업은 현재의 위기까지 다음 4단계의 진화단계를 거침

1단계

(1995~1997)

2단계

(1997~1999말)

3단계

(1999 말~2000초반)

4단계

(2000 초반 이후)

태동기 고성장기 하강기 수습기

선두기업들의 진입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

주가의 급격한 상승

닷컴에 대한 관심고조

주가의 급락

유명닷컴의 도산

오프라인기업의 반격

비즈니스 모델강화

오프라인과의 연계모색

- 4단계에서 오프라인으로의 진출 및 연계방안이 위기탈출의 방편으로 본격

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Ⅱ. 오프라인 기능 부재와 수익모델의 문제점

□ 오프라인 기능의 취약이 현 닷컴의 위기에 기여한 경로를 분석

- 오프라인 점포의 부재, 오프라인 물류기능의 취약, 오프라인 콘텐츠/재화

생성기능의 취약을 가장 큰 문제로 파악

- 이 세가지 원인이 현재의 채산성 위기를 어떻게 초래했는지의 분석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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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고객확보비용

온라인 위주

비즈니스 모델

오프라인

점포의 부재

낮은

진입장벽

오프라인 콘텐

츠/재화 생성기

능 취약

오프라인

물류의 취약

물류비용

증대

수익원의

취약

과도한

저가경쟁

++
오프라인

취약부분

외부적

문제점

내부

채산성

악화

낮은 전환비용

(손쉬운 이탈)

회사에 대한

신뢰저하

존재부각의

어려움

Ⅲ. 닷컴기업의 오프라인 진출 형태

□ 유형재 닷컴기업의 오프라인 진출 주요 이슈와 결정기준

오프라 인 진출의 방향 주요 결정이슈 결정 기준

오프라인

물류기능의 강화

제휴 vs. 자체

개발 vs. M&A

규모의 경제와 Quali ty Control의 능력

규모의경제(N): 제휴

규모의경제(Y)+QC 능력(N): M&A

규모의 경제(Y)+QC능력(Y): 자체진출

오프라인 점포로 진출
제휴 vs. 자체

개발 vs. M&A

진출용도

광고 - 직접진출

매출확대 - 제휴ㆍM&A

오프라인 콘

텐츠/재화

생성기능 확

보

독자적

오프라인

상품개발

개발여부의

결정

Cost-Benefit Analysis

가치창출(마진폭 증대, 홍보효과 등)-비용

증대(재고부담, 기존업체와 갈등, 조직내 복

잡성 증대 등)

오프라인

수익업체와

의 연계

제휴 vs. M&A

사업동질성과 목표회사에 대한 경쟁

이질적 - 제휴

동질적, 적은 경쟁 - 제휴

동질적, 많은 경쟁 - M&A

□ 무형재 닷컴기업의 오프라인 진출 이슈와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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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진출의 방향 주 요결정이슈 결정기준

오프라인 점포로 진출
제휴 vs. 자체

진출 vs. M&A

업종

무료정보서비스 - 직접진출(홍보목적)

유료서비스 - 제휴ㆍM&A( 매출증대목적)

오프라인

콘텐츠/재화

의 생성기능

독자적

오프라인

상품ㆍ솔루션

의 개발

개발여부의 결

정

Cost-Benefit Analysis

가치창출(매출증대, 홍보효과)-비용증대(개

발에 따른 비용)

오프라인

수익업체와의

연계

제휴 vs. M&A

사업동질성과 목표회사에 대한 경쟁

이질적 - 제휴

동질적, 적은 경쟁 - 제휴

동질적, 많은 경쟁 - M&A

Ⅳ. 온ㆍ오프 경쟁전략의 유형과 바람직한 발전방향

□ 닷컴의 경우 오프라인 변신형(2번)과 온라인 니치형(3번)이 병존

온라인-오프라인 Mix의 유형

누적 온라인
투자비중

누적 오프라인
투자비중

3. 닷컴기업중

온라인 니치형

2. 닷컴기업중

오프라인 투자형

(오프라인 변신형)

1. 오프라인기업의

온라인 변신형

- 소수의 오프라인 변신형 닷컴(2번)만이 오프라인의 온라인전략(1번)에 대

항 가능

ㆍ이 경쟁의 성공요건은 누가 온라인-오프라인을 성공적으로 결합하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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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결정

□ 개념적 차원의 이상적 온ㆍ오프 배합

이상적인 온ㆍ오프라인의 결합

수익성

Physical

Presence

신뢰성Content

Commerce

생산 점포 고객

Content

편의성, 참신성

온라인

Community

오프라인

고객

Virtual

Presence

물류

보완성
효율성

물류

- 보완의 경영이 요구

ㆍ판매상품의 보완 (온라인-표준품, 오프라인-고가품)

ㆍ물류의 보완 (온라인 검색, 오프라인 픽업)

ㆍ마케팅의 보완 (온ㆍ오프 교차 마케팅)

□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른 추후 온ㆍ오프 투자의 향방

온라인 투자비중

오프라인

투자비중
2차 인터넷 기술혁명

(모바일, 동영상)

초기 인터넷
혁명

오프라인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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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B2C 닷컴기업의 본질과 위기

1 . B2C 닷 컴기업 의 정의 와 속 성

□ B2C 닷컴기업(이하‘닷컴기업’)이란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업의 기반

으로 삼아 최종 소비자(또는 일반 대중)를 거래대상으로 활동하는 기업’

을 지칭

- 닷컴기업들은 흔히「Pure Click 」또는「Pure Player」라고 불리움

- 이들 닷컴기업들의 배후에는 인터넷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대상의 인

터넷 회사들이 존재

ㆍ시스코, SAP, i2, Ariba, VeriSign 등 인프라 회사들은 닷컴기업과는 달

리 인터넷의 급성장에 힘입어 매출액과 수익률면에서 모두 급성장

- 닷컴기업들은 다시 무형의 정보재를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형 기업과 유형

의 재화를 판매ㆍ중개하는 쇼핑몰형 기업으로 세분

거래물품과 거래대상으로 본 인터넷 기업의 분류

소
비
자

기
업

비정보재(하드) 정보재(소프트)

거래물품

쇼핑몰형 (예: 아마존)
컨텐츠 제공형

(포털, 인터넷 방송, 인터넷 교육)

시스코 i2, Ariba, VeriSign

B2 C 닷 컴 기업

거
래
대
상

닷컴기업의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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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재화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의 제공ㆍ판매ㆍ중개

- 문자: 검색포털, 인터넷 신문

- 소리: 음악 방송 (doobob.com)

- 동영상: 인터넷 동영상 방송

- 복합서비스: 인터넷 금융, 인터넷 교육

□ 유형재화의 판매ㆍ중개

- 판매: 쇼핑몰 (e-tailer)

- 중개: 경매, 역경매

□ 닷컴 기업은 전통적인 산업분류상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의 속성을 보유

- 닷컴의 주요업종은 정보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유통서비스, 중개서비

스, 금융서비스 등의 서비스업

- 대부분의 닷컴기업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초기의 오프라인 투자

가 매우 미미한 상태

닷컴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무형재 닷컴기업

유형재 닷컴기업

3C 서비스의 종류

Contents 정보제공 서비스 (예: Yahoo)

Community 동창회 서비스 (예: 모교사랑)

Commerce 유통ㆍ판매ㆍ중개 서비스 (예: Amazon, eBay)

2 . 닷컴 기업의 발 전추 이와 위기

□ 닷컴기업은 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4단계의 진화과정을 통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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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컴기업들의 성장단계

단 계
1단계 : 태동기

(1995~1997)

2단계 : 고성장기

(1997~1999말)

3단계 : 하강기

(1999말~2000초반)

4단계 : 수습기

(2000초반 이후)

특 징

▷선두기업들의

약진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

▷주가의 급격한 상승

▷닷컴에 대한 관심 고조

▷주가의 급락

▷유명 닷컴의 도산

▷오프라인기업의 반격

▷비즈니스 모델

강화

▷오프라인과의 연

계 모색

- 닷컴기업들은 인터넷 사업혁명기인 90년대 중반부터 주목받기 시작, 90

년대 후반까지 급속한 성장과 주가상승을 경험

- 그러나 2000년 상반기에 나스닥에서의 하락세와 더불어 국내외 닷컴기업

들의 주가는 심각한 하락 국면에 봉착

- 닷컴회사의 취약한 수익모델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옥석가리기가 본격적

으로 진행되기 시작

ㆍ닷컴기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아마존의 경우에도 그 수익성과 장래

사업성에 대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

아마존의 위기

- 아마존의 2000년 2/4분기 순손실은 3억 1,720만 달러로 99년 2/4분기의

1억 3,8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

ㆍ같은 기간 중 매출은 3억 1,440만 달러에서 84% 늘어난 5억 7,780만 달러를

기록

- 아마존은 계속되는 적자, 막대한 부채 부담, 현금 보유액 감소 등으로 최근 최근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으나 아마존 측은 자사의 현금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반론

□ 또한 지난 몇개월 동안 유명 닷컴이 도산하여 위기가 현실화

- 구미에선 boo.com, reel.com, toysmart.com, violet.com 등 유명세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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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회사들이 차례로 도산

구미지역 닷컴의 몰락 사례

▷ boo.com

- 베네통의 지원하에 Seed Round에 1억달러나 투자했던 유럽 제1의 인

터넷 의류업체 boo.com 이 설립 6개월만에 도산

- 자산 가치 3억불을 상회하던 boo.com 이 도산한 이유는 과도한 광고비와

비현실적인 3D마케팅, 풍부한 자금력을 과신한 비용낭비에 기인

▷ reel.com

- 영화 타이타닉 비디오를 정상가보다 20$이 싼 9.99$에 판매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강자로 떠올랐던 온라인 비디오 상점

- 그러나 reel.com 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buy.com에게 인수당함

- 최근 Barron's는 소위 「닷컴살생부」를 발표하여 업계에 충격(June 19,

2000)

ㆍ227 개 닷컴기업의 현금보유 상태를 기준으로 잔존수명(개월)을 발표

ㆍ아래 표에서 처럼 6월 19일 현재 현금고갈이 가장 심각한 12개 회사를

리스트하여 현재의 현금보유상태로 몇개월간 생존할 수 있는지를 표시

회사 잔존 월수

Netzee

Bluefly

RoweCom

CDNow

drkoop.com

Claimsnet.com

Pilot Network

U.S. Search.com

Streamline.com

Netivation.com

Mortgage.com

PlanetRx

-0.6

0.1

0.6

1.0

1.5

2.4

3.2

3.3

3.5

3.8

4.5

4.5

□ 한국의 경우 아직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유명 닷컴회사가 도산한 사례는

많지 않으나 닷컴의 위기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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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선 알짜마트의 실패로 인해 벤쳐 캐피탈등 투자전문업체들이 닷컴

에 대한 투자 기준을 보수적으로 운용

- 코스닥시장의 급랭과 더불어 최근 자금조달에 나선 인터넷 기업이 실패하

는 사례가 증가

3 . 닷컴 기업의 위 기 극 복 전략 : 오프 라인 진출

□ 99년 말부터 닷컴기업의 오프라인 진출이 중요한 위기타개책의 일환으로

거론되기 시작

- 닷컴기업 성장의 4단계(수습기)에서 오프라인으로의 진출 또는 연계방안

이 위기극복의 대안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 2000년초 AOL과 타임워너의 합병사례가 신호탄

- 양사의 합병은 온라인 기업과 오프라인 기업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합병이

자 닷컴기업과 전통기업의 통합을 예고

- 동시에 닷컴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만 성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극명하

게 보여주는 대표적인사례

□ 합병이 아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제휴는 이보다 앞서 빠르게 확산

- 99년 GM과 AOL이 자동차 판매를 위한 마케팅 제휴를 맺었고 포드도 야

후 및 MS와 제휴 (MS 카포인트에서 자동차 판매)

- 그 외에도 디즈니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인포시크간의 제휴, 코즈모컴

과 스타벅스, 메일박스와 이베이 등의 제휴가 잇달아 성사

320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야후와 마케팅 부문에서 제휴를 체결

□ 이러한 닷컴기업의 오프라인 진출은 기존 오프라인 기업의 온라인 진출 가

속화와 더불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

- 미국의 경우 월마트, ToysRus 등이 초기의 시행착오를 경험으로 본격적

인 온라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어 Pure Player들의 고전이 예상

□ 국내 닷컴기업도 최근 인터넷 벤처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자 생존

을 위해 오프라인과의 연계 또는 통합을 시도

- 최근 인터넷 벤처 CEO 3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3%가 현재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M&A를 고려 중이라 응답

4 . 오프 라인과 의 접목 에 대 한 이해 의 필 요성

□ 닷컴기업의 오프라인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오프라인 진출

의 의미와 전략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닷컴기업과 전통기업간의 상호연계 및 통합화 현상은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경영전략상의 새로운 시도

- 오프라인 진출이 과연 위기극복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

ㆍ닷컴기업에서 발견되는 오프라인 부문의 취약성과 현재의 채산성 위기간

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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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진출의 종류와 그 형태에 대한 구분도 아직 불명확

ㆍ오프라인으로의 진출 동기와 진출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거의 없는 상황

□ 이상적인 온-오프라인의 결합에 대한 비전이 필요

- 모든 닷컴기업이 모든 영역에서 오프라인에 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합한 오프라인 진출분야의 선정과 함께 온-오프간의 조화가 더욱 중요

Ⅱ. 오프라인 취약부문 분석

1 . 취약 한 오 프라 인 기 능의 파 악

□ 닷컴기업의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점을 개선하는 것

이 최우선

- 현재와 같은 위기가 초래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환경적

ㆍ외부적 측면과 닷컴기업의 내부적 문제점으로 대별

- 환경적 요소는 개별기업이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닷컴기업의 내부적 문제

점은 비즈니스 모델의 수정으로 개선 가능

□ 특히 최근 들어 오프라인이 결여된 온라인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만으론

닷컴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의 취약성이 어떠한 경로

를 통해 닷컴의 위기를 초래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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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컴기업들의 취한 오프라인 기반은 오프라인에서의 컨텐츠/재화 생성기능

의 취약, 오프라인의 점포 부재 그리고 오프라인의 물류처리기능 등 세가

지 부문

- 대부분의 닷컴기업은 위의 세가지 기능이 아예 없거나 미약한 상태

닷컴기업이 취약한 오프라인의 기능

오프라인 점포의

부재

오프라인 콘텐츠/재

화 생성기능 취약

오프라인 물류처리

기능(창고, 배송 등)

의 취약

닷컴기업
온라인

오프라인

□ 인터넷산업 태동 초기에 진입한 닷컴 기업들은 취약한 오프라인 기반을

간과

- 선점효과 (First Mover Advantage)에만 집착한 나머지 온라인의 특성만

을 살리고 오프라인의 기능이 결여된 불완전한 비즈니스 모델로 창업

- 초기에는 인터넷의 참신성과 혁신성을 높이 산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었으

나 고객들이 오프라인과 결합된 포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요구하기 시

작하면서 한계에 직면

2 . 취약 한 오 프라 인으 로 인 한 문제 점 분 석

전체적인 분석틀

□ 닷컴의 오프라인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채산성의 악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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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고객확보비용

온라인 위주

비즈니스모델

오프라인

점포의 부재

낮은

진입장벽

콘텐츠/재화 생

성기능의 취약

오프라인

물류의 취약

낮은 전환비용

(손쉬운 이탈)

물류비용

증대

수익원의

취약

회사에 대한

신뢰저하

과도한

저가경쟁

존재부각의

어려움

++
오프라인

취약부분

외부적

문제점

채산성

악화

(1 ) 오프라인 콘텐츠/재화 생성기능 취약

오프라인

점포의 부재

오프라인 콘텐

츠/재화 생성기

능 취약

오프라인

물류의 취약
++

낮은 전환비용

(손쉬운 이탈)

수익원의

취약

과도한

저가경쟁

과도한

고객확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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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닷컴기업들이 특히 취약

- 이들 닷컴기업들은 오프라인의 수익모델과 연계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

여 수익원 자체가 매우 취약

-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정보콘텐츠는 유료화가 어려워 주로 광

고수입에 의존

ㆍ광고수입을 올리려면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료화는

더욱 힘들어짐

- 결국 닷컴기업은 유료화를 통한 수익추구 보다는 고객확보에 전념

ㆍ급기야는 시장점유율이 아닌 고객점유율의 개념이 강조되기도 함

- 인터넷 광고수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식 수익모델과의 연계

가 시급

□ 네티즌들을 고착화(lock-in)시킬 수 있을 만한 뚜렷한 콘텐츠를 보유하지

못해 고객의 이탈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에 노출

- 고객이탈을 막기위한 유인책(콘텐츠) 부족이 결국 저가 공세와 광고비 지

출(고객확보비용)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수익구조를 초래

ㆍ인터넷에서의 콘텐츠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움

ㆍ고객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제공할 수 있는 수익콘텐츠가 빈약

- 반면에 결집된 고객을 오프라인의 수익콘텐츠와 결부시키면 큰 시너지 창

출 가능

ㆍ야후의 고객 커뮤니티와 삼성전자의 수익모델이 결부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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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오프라인 점포의 부재

오프라인

점포의 부재

오프라인 콘텐

츠/재화 생성기

능의 취약

오프라인

물류의 취약
++

과다한

고객확보비용

과도한

저가경쟁

낮은 전환비용

(손쉬운 이탈)

회사에 대한

신뢰저하

존재부각의

어려움

□ 오프라인상의 점포가 없는 가상공간에서는 전환비용(switching cost)이 낮

기 때문에 고객이 손쉽게 경쟁사 사이트로 이탈

- 인터넷의 특성상 고객은 마우스 클릭 하나로 경쟁사 웹페이지로 순식간에

이동

- 그러나 오프라인 점포를 보유하면 고객의 전환비용을 높일 수 있음

ㆍ오프라인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 경쟁사로 이동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

과 비용이 소요

- 닷컴기업은 오프라인 점포의 부재로 인한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低가격전략을 구사하고 막대한 광고비(고객확보비용)를 지출

□ 닷컴기업은 인터넷의 가상공간에서 자사의 존재를 고객에게 부각시키기조

차 어려움

- 고객은 고작해야 20-30개의 대표적인 B2C 닷컴회사만을 기억

- 이에 비해 오프라인에서 점포의 존재는 그 자체가 광고 및 홍보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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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님

ㆍ고객과의 접점에서 상호 교류

ㆍ좋은 위치에 점포를 설치하면 광고 및 홍보가 없어도 성공할 수 있음

- 자사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어려운 닷컴기업의 속성이 과다한 광고비 지출

과 저가격 정책유지로 만성적인 채산성의 악화를 초래

ㆍ미국의 경우 올해 슈퍼보울기간을 기점으로 닷컴기업이 대거 TV광고에

등장

ㆍ아마존의 경우 매출의 약 25%를 마케팅에 투자하고 e-Toys의 경우 매

출의 60% 이상을 마케팅에 투자

ㆍ최근 옥션(auction.co.kr)은 채산성 향상을 위해 TV광고를 자제

□ 닷컴기업은 오프라인 점포의 부재로 인해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도가 저하

- 실제 점포가 없어 고객이 실제로 물건을 느끼거나 보고서 살 수 없기 때

문에품질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

ㆍ실제 쇼핑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구매촉진의 중요한 요소

ㆍ아직도 많은 고객이 점원과 상의하고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하고 싶어함

인터넷 쇼핑의 위험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4월~6월까지 인터넷쇼핑몰 10개 업체에서 구

입한 30종류의 의류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

- 검사결과 47%에 이르는 14종에서 변색, 바느질 불량 등의 결함이 발견

- 현재의 인터넷 기술로는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역부족

ㆍ동영상, 입체기술의 도입도 궁극적인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데 한계

ㆍ대금결제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반품이 어렵다는 점도 오프라인 점포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점

- 고객의 신뢰도 제고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큰 고객확보 비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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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오프라인 물류의 취약

오프라인

점포의 부재

오프라인 콘텐

츠/재화 생성기

능 취약

오프라인

물류의 취약
++

물류비용

증대

회사에 대한

신뢰저하

과다한 고객

확보비용

□ 유형재 닷컴(eg. 인터넷 쇼핑몰)의 대표적 문제점

- 오프라인 물류기반이 취약할 경우 회사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를 초래

- 오프라인 물류기반이 취약한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주문처리과정이 신속,

정확하지 못함

ㆍ주문처리과정(Fulfillment Process)은 재고관리, 포장, 배송등의 기능을

포함

- 부정확하고 신속하지 못한 배송의 경우, 많은 고객불만의 원인으로 작용

ㆍ백화점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고객불만 사례의

70~80%는 물건 배달이 적기에 안된다는 사항

- 닷컴기업은 고객불만으로 인한 신뢰저하를 막기 위해 많은 광고, 홍보비

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입장

□ 대부분의 닷컴기업은 물류 관련 투자의 부족으로 물류부문의 비효율성을

경험

- 오프라인에서의 주문처리과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한 일부

유형재 판매 닷컴은 이에 대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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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의 경우 99년에만 창고건설에 3억불을 투자

(4 ) 복합적 문제점

오프라인

점포의 부재

오프라인 컨텐

츠/재화 생성기

능

오프라인

물류의 취약
++

과다한

고객확보비용

과도한

저가경쟁

낮은

진입장벽

□ 전 분야에 걸친 오프라인 투자의 부족은 경쟁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요인

- 가상공간에서의 창업은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손쉽게 달성

- 낮은 진입장벽은 사업 창업시에는 유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많은 경쟁자

들이 진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단점으로 역전

ㆍ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96년 인터파크와 롯데인터넷 쇼핑몰이 등장

한 이래 5년동안 2천여개 이상으로 급증

- 경쟁격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다한 광고비 지출과 과다한 출혈가

격경쟁이 진행되어 채산성 악화가 지속

ㆍ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한달에 100 만원

의 매출도 못 올리는 영세업체마저 출현

Ⅲ. 취약부문으로의 진출형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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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C내 비즈니스 모델별 문제점과 오프라인 진출 형태

□ 닷컴의 비즈니스 모델별로 오프라인기능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차별화

- 유형재를 판매하는 닷컴의 경우, 오프라인 물류기능의 필요성이 더욱 절

실

- 정보재ㆍ서비스 닷컴의 경우, 탄생 시점부터 오프라인 수익콘텐츠와의 연

결이 취약

ㆍ특히 커뮤니티 모델의 경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조차 수익

의 원천이 불분명

□ 오프라인 진출의 형태는 오프라인과의 제휴, 초기 투자를 통한 직접진출,

그리고 기존 오프라인 기업을 인수하는 직접적 진출의 세가지 형태가 존재

인터넷 기업의 오프라인진출

오프라인과의 제

휴

오프라인 기능의

독자적 신규설립

기존 오프라인 기업과

의 인수/합병

□ 이러한 전반적 사항들을 유형재 닷컴(eg. 인터넷 쇼핑몰, e-tailer)와 무형

재 닷컴으로 나누어 진출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

- 유형재판매와 무형재(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판매는 비즈니스모델이 상

이하므로 오프라인 진출시에도 차별화된 전략구사가 필요

1 . 유형 재 닷 컴기 업의 진출 형태

□ 유형재 닷컴기업(예: 아마존, buy.com)의 경우, 탄생 시점부터 오프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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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할 수밖에 없음

온라인

오프라인

생산자 도매상

소비자

운송업체

e-tailer

창고

e-tailer의 역할과 물류의 흐름

- 유형재 닷컴기업은 온라인에서 탄생하였지만 오프라인의 물품을 판매하므

로 자연히 오프라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

- 이들의 인터넷상에서의 역할은 고객에게 제품 목록을 진열해주는 역할에

불과

ㆍ유형재 닷컴기업은 제품들을 생산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직접 배달해줄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음

ㆍ제품을 공급받고 배송하는 것은 오프라인의 기업들과 제휴함으로써 해결

- 그러므로 이들은 기업의 생성때부터 제휴형태의 오프라인 연계가 상당부

분 이루어진 상태

□ 최근 유형재 닷컴들이 오프라인으로 새로이 진출한다는 것은 다음의 네가

지 사항들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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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존에 관계를 가지고 있던 오프라인회사의 사업영역으로 진출 (M&A

또는 직접진출)

ㆍ예: 물류처리 기능에 직접 진출(내부화) 문제

- ② 실물 점포의 개설 : 오프라인의 경쟁자들처럼 오프라인 점포로의 진출

(M&A, 또는 직접진출)

- 오프라인 콘텐츠/제품 생성기능의 확보를 위한 ③ 독자적 오프라인용 상

품의 개발 ④ 오프라인 수익업체와 제휴 또는 M&A하는 문제

(1 ) 오프라인 물류기능 강화 : 제휴기능의 내부화

□ 많은 유형재 닷컴이 물류시스템을 비롯한 오프라인 기능의 상당부분을 외

부업체에 의존

- 배송시스템, 창고 등의 물류처리는 대부분 제3자 물류회사나 택배회사를

이용

□ 최근 유형재 닷컴은 주문처리과정(Fulfillment process) 기능의 내부화를

시도

- 주문처리과정은 포장, 배송, 창고, 재고관리등의 물류과정(logistics)과 결

제, 고객서비스(customer service), 반품처리, 콜센터 운영과 같은 과정

을 포함

- 이들중 일부를 내부화하여 물류비를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하에 내부화하여 전략적 이득을 취할 것인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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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화 vs. 외부화의 예>

식료품 전문 사이트 Webvan.com과 Peachtree Network 의 비교

- Webvan.com 은 내부투자를 통해서 전국적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전략 (내부 자체개발)

- Peachtree Network은 기존에 존재하는 오프라인 사업자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시키면서 인프라를 구축 (외부 전략적 제휴)

□ 오프라인 주문처리기능의 직접진출(내부화) 조건

- 직접진출로 인한 비용측면과 가치 창출 측면을 같이 고려

비용(Co st) 측면

□ 많은 유형재 닷컴 기업이 주문을 처리하는데 드는 물류 처리 비용

(Fulfillment Cost)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이러한 수익구조로는 파면 팔수록 손실이 증대할 수밖에 없음

미국 Pure Play E-tailer들의 주문당 손실규모(1999년 4/4분기, 단위:$)

회사명 Drugstore.com Fogdog Sports Webvan eToys

주문당 매출액 64.07 61.82 81.30 62.00

원가 (60.29) (47.01) (66.20) (40.04)

운송비 (0.8) ($9.01) (18.00) (12.00)

처리비용 (14 .2 9 ) ($11 . 0 0 ) (10 . 0 0 ) (14 . 0 0 )

주문당 손실 (11 .3 1 ) (5. 2 0 ) (12 . 9 0 ) (4. 0 4 )

주 : 처리비용은 집송, 포장, 고객서비스, 카드결제료 등을 포함

자료 : The McKinsey Quarterly, 2000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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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컴기업의 창고업으로의 진출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원가절감의 방안

- 창고가 작은 경우, 재고비가 적은 대신 작은 단위로 구매회수가 증가

- 오프라인 창고를 증설하여 다량으로 구매하여 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음

ㆍ아마존의 경우 초기에는 소규모의 창고만 운영하다 후에 창고를 증설하

여 다량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

□ 창고업을 비롯한 기타 주문처리과정의 내부화의 조건은 충분한 물량을 확

보하여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시점

충분한 수요

확보

규모의 경제

가능 예견

내부화를 통한

오프라인 진출

Fulfillment Function

의 규모경제 달성

- 미국의 경우 하루 1만개 수요가 있으면 7천만 달러의 자체 주문처리시스

템과 1백만 Square의 창고 설립이 가능하고 배달의 경우 배달지역의 10

~15% 를 점유할 정도가 되어야 자체 시스템 고려 (McKinsey Quarterly,

00. No. 2)

가치제고 측면

□ 가치제고의 측면은 Fulfillment Process의 외부화와 내부화 중 어떠한 것

이 고객에게 가치를 주어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

- 직접 진출시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정확하고 빠른 배송, 신뢰감있는 서비

스)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할 때는 직접 진출

- 그러나 제품배송의 경우 빠른 배송을 해야하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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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터넷 혁명은 고객에게 비대칭적인 쇼핑경험을 제공 (접근은 빠르나 배

송이 늦음)

온라인 구매와 오프라인 구매의 비교

고객 상점

집

1시간

구매

1시간 귀가

고객 인터넷

상점

집

5분 2-3일 배달
구매

오프라인

의 구매

온라인의

구매

□ 배달속도는 인터넷 유통산업의 생존조건 중 하나로 점점 부각

- 뉴욕의 온라인 소매상 Urbanfetch.com은 물품을 1시간내에 배달하는 확

률이 98%

- Urbanfetch 는 설립 당시부터 오프라인의 재고관리시스템과 배달시스템의

역량을 구축하여 시작

□ 배송에의 직접투자 비율이 높을수록 배송의 속도와 정확도를 올림으로서

회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100% 배송업 진출이 아니더라도 직접 투자비율이 높을수록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도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음

- 아마존의 경우, 올해 3월 신속한 배달로 유명한 코스모닷컴에 6천만 달러

를 투자하여 배송의 속도 향상을 추구

- 온라인 식료품 판매업체인 Peapod의 경우 2시간내 배달해 주겠다는 약속

을 지키기 위해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에 1만2천 종류의 잡화를 저장할

수 있는 물류창고, 150 대의 트럭, 1,400명의 종업원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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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오프라인 주문처리과정에의 직접 투자는 자사가 직접 운영을 통제

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음

□ 닷컴기업들의 오프라인 직접진출은 비용측면과 가치측면을 동시에 고려하

여 결정

오프라인 물류기능 진출시 고려요소

비용(cost)의 문제

(규모의 경제적용)

오프라인 Fulfillment 기능의

내부화 또는 외부화가치(Value)의 문제

(직접 품질관리를 통한 고객의 신

뢰도 제고능력 존재여부)

예) Speed, Accuracy

- 물류의 직접투자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려

해도 물량(규모의 경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직접 진출하기 힘듬

- 물량이 뒷받침되어 직접 진출을 하려해도 기업이 품질을 높일수 있는 역

량이 없으면 직접진출이 의미가 없음

- 물량에 대한 요건은 갖추었으나 기업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능력이 되지

않을때는 부족한 능력을 갖춘 기업을 M&A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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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재 닷컴의 오프라인 물류기능 진출 결정과정

충분한

물량? 기능의 외주

No

품질 제고

능력?

능력있는 회사의

인수/합병(M&A)

Yes

직접 물류기능 신설

No

Yes

(2 ) 오프라인 점포 진출

□ 미국의 경우 유형재 닷컴의 오프라인 점포 진출은 상품 판매용이라기 보

다는 광고ㆍ홍보의 상징적 의미가 많음

- 미국의 온라인 건강용품 판매업체인 Gazoontite.com의 경우 오프라인 상

점 1개로 많은 홍보효과를 봄

ㆍ오프라인 상점 하나 개설하는 데 20만불 내지 30만불이 소요되나 이는

주요 잡지의 3회정도 광고비용 또는 단 한번의 TV광고비용에 해당

ㆍ일회성의 TV 광고에 비해 오프라인 상점은 지속성이 강하며, 고객과 접

촉을 통하여 신뢰감을 형성

- 오프라인 상점의 개설은 광고비 또는 고객확보비용(Customer acquisition

cost)을 절감하데 유효한 전략

ㆍB2C 닷컴기업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높은 광고비 또는 고객확보

비용(Customer acquisi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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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재 미국에서 인터넷 기업이 고객 1명을 유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82달러. 마케팅비용은 매출의 119%를 상회

ㆍ일부 닷컴회사은 매출액의 몇배가 넘는 비용을 들여 마케팅에 투자하므

로제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인 기현상 발생

□ 고가품일수록 신뢰확보를 통한 오프라인 점포의 광고효과가 증대

- 고가품 판매일수록 제품과 회사에 대한 신뢰, 판매원과 대면접촉, 그리고

실제 점포에서 쇼핑하는 즐거움 등이 중요하므로 오프라인 상점의 구축

은 큰 홍보효과를 가져옴

- 미국의 고가품 온라인 경매사인 GMbid.com은 베버리힐즈에 커다란 쇼룸

을 갖추어 오프라인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중

- e-Ba y는 오프라인에서 3위의 고가품 경매소인 버터필드&버터필드를 인수

ㆍ이것은 추가적 수익획득의 목표 외에도 신흥 닷컴기업이 전통기업을 인

수했다는 상징적ㆍ홍보적 효과도 큼

오프라인 점포의 투자와 광고효과의 관계

Customer

Acquisition Cost

오프라인 점포수

중저가품

고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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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점포의 진출은 홍보효과 뿐만 아니라 매출의 증대에도 기여

- 인터넷 리서치기관인 주피터는 미국에서 구매시 온라인 정보를 이용하는

네티즌의 비율이 99년 43%에서 2005년에는 75%로 증가하지만 이들이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전체의 1/4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주피터의 설문결과에 의하면 90%의 온라인 고객이 구매과정에서 인

간적 교류를 원한다고 답변

ㆍ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판매원들과 상호 접촉함으로서 쇼핑의 즐

거움을 누리려는 고객들이 많음

- 오프라인 상점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구매시 대면접촉을 할 수 있도록 콜

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점들이 늘어남

ㆍ미국의 경우 웹페이지를 쌍방향형(interactive)으로 디자인 한 경우 매출

이 15% 신장

- TV광고의 경우 고객이 광고를 보는 것과 그 고객이 직접 물건을 사는 데

에는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나 실물 점포의 경우 그러한 단계가

생략되므로 바로 판매증진과 직결

□ 앞으로는 단순 홍보차원의 점포 진출보다는 매출확대와 물류기지로서의 오

프라인 진출전략이 바람직

- 매출확대의 전략일 경우 직접 점포를 개설하는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듬

- 제휴나 M&A를 통한 진출이 속도면에서 유리

ㆍ한국의 경우 매출확대와 물류기지로서의 오프라인 진출이 이미 이루어지

고 있음(인터파크, 골드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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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확대를 위한 오프라인 점포 진출 사례

□ 인터파크

- 99년 1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로는 최초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현재 경인 지역에 22개의 직영점을 운영.

- 최근에는 조흥은행내에 매장을 개설하는 등 기존의 유통망을 가진 업체와

추가적인 제휴를 하는 방안 모색

□ 골드북닷컴

- 99년 서울 동작구 보라매타운내에 1,300평 규모의 「골드북」서점을 열고

수도권의 9개 체인점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유통망을 구축중.

- 이 회사의 인터넷서점은 고객의 주문을 각지역 가맹점에 연결, 판매와 배송

을 전담케 함. 이에 따라 지역의 중소서점은 자체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전국적인 물류망을 갖춘 골드북닷컴은 각 가맹점에 대량으로 도서를 보급하

게 됨

- 특히 가맹점이 미보유도서를 주문받은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배달이 이뤄지

도록 즉시 도서를 배분하는 시스템을 갖춤

□ 오프라인 점포를 소비자 구매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의 장’으로도

활용가능

- 인터넷을 통해 고급 화장품 판매를 하는 Bluemercury의 오프라인의 점포

는 홍보효과를 낼 뿐더러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는 ‘실험실’로 이용되

어 고객의 욕구 및 구매패턴에 대한 학습의 창으로 활용

- 광고 및 영업의 효과 뿐만 아니라 R&D의 아이디어를 얻는 장소로서도 의

미가 있음

□ 오프라인 점포 진출은 경영목표에 따라 자체 진출과 제휴의 효과가 상이

- 홍보ㆍ광고의 경우에는 직접 진출이 바람직

ㆍ점포의 개설과 자체 소유로 일관된 이미지를 고객에게 전달 가능

340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 매출확대, 물류기지화 등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경우 두가지 형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속도가 관건인 경우가 많으므로 제휴나 M&A가 바람직

(3 ) 오프라인 콘텐츠/재화 생성기능의 확보: 독자적 오프라인 상품개발

□ 기존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자사 브랜드로 파는 상품, 이른바 "PB (Private

Brand) 상품" 이 전자상거래 업계로까지 확산

- Sears나 J. C. Penny 등 오프라인의 대형 소매업체가 PB상품으로 짭짤

한 수익을 내고 있는 점에 착안해 내놓은 생존 전략

- 온라인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용품 판매점 pet.com의 경우 자사 상품을

팔 때 생기는 수익 마진이 타사 브랜드 상품을 팔 때보다 2~3배 가량 높

다고 발표

- 자체 브랜드 개발은 상품 자체가 광고 및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에 서도 많은 가치를 내재

자체 브랜드 개발의 예

- 이스타일(estyle.com): 임산부와 어린이 의류를 판매하는 전자상게래 업체

estyle 은 독자상표를 개발해 의류생산을 시작, 자체의 의류카달로그를 150

만의 가정에 발송

- 애쉬포드닷컴(ashford.com): 고급필기구, 피혁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회사. 최근 애쉬포드 콜렉션이란 자체 브랜드를 개발

- 페츠닷컴도 자체 상표를 개발하고 있음

□ 그러나 자체 브랜드 개발 및 판매는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자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업체은 기존 브랜드 상품 판매를 등한

시 하거나 경쟁관계가 됨으로서 제휴 및 공급업체와 갈등을 조성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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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조공장과의 섭외부터 마케팅 판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에 신경

을 써야하기 때문에 통상 자체 상품판매로 발생하는 10%가량의 추가마

진 중 3~4%가 상쇄

- 판매가 부진할 경우, 제품을 반납할 수 없다는 점도 온라인 업체의 부담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의 결정

가치창출부분과 비용증대부분을 고려하여 결정

- 가치창출 부분

ㆍ제품을 통한 홍보 및 이미지 개선

ㆍ수익마진폭의 증대로 인한 채산성 향상

ㆍ오프라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서 협상파워의 증대

- 비용증대 부분

ㆍ기존 제휴 및 공급업체와의 경쟁 및 갈등관계

ㆍ추가적 업무부담으로 인한 조직내 자원의 고갈

ㆍ반품처리 불가등의 재고부담요소

ㆍ제품에 하자가 생길시 홍보 및 이미지에 치명적

□ 수익창출용이 아닌 홍보용 잡지 및 상품의 개발 전략도 증가 추세

- 홍보용 잡지 및 상품의 판매전략은 판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라기 보다

는 홍보ㆍ광고를 위해서 추진

- 인터넷 열풍 초기에는 광고비가 매출액보다 많은 인터넷 기업 중 일부는

오프라인 잡지를 발행하여 탁월한 마케팅 효과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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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tailer들의 오프라인 잡지 발행: 가든닷컴(Garden.com)사례

인터넷에서 주택과 정원등을 가꾸는 데 필요한 상품을 팔고있는 가든닷컴

은 99년 3월부터 「가든 이스케이프 매거진 (Garden Escape Magazin

e)」이란 잡지를 미국의 유명한 소매체인인 홈 디포(Home Depot) 매장에

서 무료로 배포해 많은 광고효과를 봄

- eBay 도 'eBay Magazine' 라는 잡지를 창간했으며 Pet.com도 잡지사업

에 참여

(4 ) 오프라인 컨텐츠 및 재화생성기능의 확보: 오프라인 수익업체와의

연계

□ 기존 오프라인 제휴업체 외에 새로운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오프라인 기

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 오프라인 물류, 배송회사가 아닌 주로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생산, 공급하

는 업체와의 추가적 연계를 의미

- 이들 오프라인 회사들과의 새로운 결합으로 참신한 수익모델을 모색

아마존의 z-Shop 전략

아마존은 자체 홈페이지에 z-Shop 섹션을 마련하여 오프라인 생산업자들이

입점할수 있도록 함. 이들 입점업체는 아마존의 막강한 브랜드 인지도를 십

분활용할 수 있고 아마존의 경우 기존 자원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올

릴 수 있음

□ 새로운 오프라인 업체와 추가적으로 연계시에는 제휴대상의 수익모델에 대

한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

- 이러한 전략은 확실한 수익기반이 있는 오프라인 기업들과의 결합시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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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볼 수 있음

□ 업계전략의 선택

- 오프라인 수익업체와의 연계를 위해 제휴와 M&A중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는 사업동질성과 목표회사에 대한 인수경쟁의 두가지 요소를 고려

하여 결정

- 사업내용이 이질적인 경우 M&A보다는 제휴가 합리적 선택

ㆍ 또한 서로 상이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직문화가 M&A의 저해요소로

작용

- 닷컴기업과 대상회사의 사업내용이 동질적이고 대상회사가 매력적이더라

도 타 경쟁사가 대상회사에 관심이 없는 경우는 제휴관계 유지가능

- 닷컴기업이 목표회사와 동질적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다른 경쟁

자이 목표회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M&A가 적극 고려될 수

있음

유형재 닷컴기업의 오프라인 진출 전략

오프라 인 진출의 방향 주요 결정이슈 결정 기준

오프라인

물류기능의 강화

제휴 vs. 자체

개발 vs. M&A

규모의 경제와 Quali ty Control의 능력

규모의경제(N): 제휴

규모의경제(Y)+QC 능력(N): M&A

규모의 경제(Y)+QC능력(Y): 자체진출

오프라인 점포로 진출
제휴 vs. 자체

개발 vs. M&A

진출용도

광고 - 직접진출

매출확대 - 제휴ㆍM&A

오프라인

콘텐츠/재화

생성능력의

확보

자체브랜드

오프라인

상품개발

개발여부의

결정

Cost-Benefit Analysis

가치창출(마진폭 증대, 홍보효과 등)-비용

증대(재고부담, 기존업체와 갈등, 조직내 복

잡성 증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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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수익업체와

의 연계

제휴 vs. M&A

사업동질성과 대상회사에 대한 경쟁

이질적 - 제휴

동질적, 적은 경쟁 - 제휴

동질적, 많은 경쟁 - M&A

2 . 무형 재 닷 컴기 업의 오프 라인 진 출전략

무형재 닷컴기업의 전략

□ 검색포털, 인터넷 잡지ㆍ신문, 인터넷 방송 등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무

형재 닷컴기업은 수익의 대부분을 광고비에 의존

- 야후의 경우,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의 대부분이

광고

- 국내 대표적 포털업체 다음(Daum)의 경우에도 수익의 약 70%가 광고이

며 2000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28.7 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영업이익은

마케팅비용과 시설투자 등으로 37.8억원 손실

- 이들 업체의 대부분이 선점효과에 의존하여 경쟁하고 있으나, 경쟁이 점

점 치열해짐에 따라 이제 선점효과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

ㆍ최근 국내에서 검색포털 엠파스(empas.com)가 야후를 제치고 1위를 차지

□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닷컴기업들도 오프라인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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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이나 보험, 은행 등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닷컴기

업은 증시하락과 경쟁심화로 인한 위기의 해결책을 오프라인에서 모색중

- 이들은 기존 PC방과 제휴해 증권트레이드센터를 열고, 교육사업, 부동산,

엔젤클럽, 잡지창간 등 오프라인 사업으로 진출

□ 무형재 닷컴기업의 경우 달리 물류기능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진출시의

전략적 고려사항은 유형재 닷컴기업과 상이

- 이는 무형재 닷컴기업의 생산물이 디지털화되어 배송되기 때문

- 따라서 물류와 관련된 부문을 제외한 오프라인 점포로의 진출과 오프라인

수익콘텐츠의 확보 문제만이 이슈로 제기

무형재 닷컴기업의 오프라인 진출시 주요 이슈

오 프라 인진출 의 방향 결 정해야 할 사 항

오프라인 점포로 진출 어떤 방식으로? (자체진출 vs 제휴 vs M&A)

오프라인 콘텐츠/재화 생성기

능 확보

자체브랜드상품을 개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제휴 vs. M&A)

(1 ) 오프라인 점포 진출

□ 무형재 닷컴기업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됨

- 무료 정보서비스 제공자들(예: 야후)과 유료 서비스제공자들(인터넷 금융,

인터넷 교육 등)의 진출 동기가 서로 상이

□ 무료 정보제공 닷컴기업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점포로의 진출은 지나친 광

고비를 절감하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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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후는 록펠러 센터에 점포를 직접 개설하여 고객이 야후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여 매우 좋은 반응을 얻음

- 무료 정보재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의 경우 아직은 오프라인 점포로의

진출이 미미한 상태

- 야후와 같이 브랜드 인지도가 큰 경우를 제외하면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음

□ 유료 서비스 닷컴기업의 오프라인 점포진출은 광고목적 보다는 실제 매출

액의 증대가 목표

- 빠른 매출 증대를 위해 신속성이 장점인 제휴를 선택

E*Tade의 제휴를 통한 오프라인 진출

- 온라인 금융회사인 E*Trade는 미국의 전국적 유통업체인 Target의 매장에

서 PC와 ATM으로 E*Trade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Target과 업

무를 제휴

- 이에 앞서 E*Trade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ATM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CCS(Card Capture Services Inc.)를 인수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케 함

- E*Trade는 ATM에 인터넷 접속기능을 추가하여 E*Trade의 인터넷 금융서

비스를 Target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내는 PC방이 닷컴기업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닷컴기

업과 PC방 간에 많은 제휴가 진척

ㆍ팍스넷은 PC방에 주식투자 전용 사무실인 팍스트레이드센터 30여개 설치

ㆍ국내 교육포털을 지향하는 코네스는 교육전용 PC방을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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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오프라인 콘텐츠/재화 생성기능 확보: 독자적 오프라인용 상품의 개발

□ 정보재ㆍ서비스 닷컴을 막론하고 광고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한 잡지의 발간

이 두드러짐

- 야후는 미국 최대의 IT관련 출판회사인 지프 데이비스와 손잡고 ‘야후

인터넷 라이프’라는 월간 잡지를 96년부터 발행

ㆍ발행부수가 벌써 100 만을 초과했고 단순한 광고ㆍ홍보차원의 목표를 뛰

어 넘어서 창간 후 2년만에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유명한 이 질의응답 웹사이트 애스크 지브스

(askjeeves.com)는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인터넷 안내서적을 출판

- 국내의 경우 금융관련 사이트와 여성사이트들의 잡지창간이 두드러지나

인력부족과 오프라인 잡지출판의 경험미숙으로 아직까지 효과는 불투명

ㆍ데이콤 천리안은 콘텐츠 제휴업체인 포인트라인과 함께 여성전문 매거진

「우먼넷」을 창간

ㆍ코스메틱랜드는 자사 여성전문사이트 우먼플러스와 연계한 여성전문잡지

「WP우플」을 창간

ㆍ국내 검색사이트인 심마니도 야후처럼 「심마니 라이프」를 창간

ㆍ팍스넷의 경우 팍스위크를 창간할 계획이었으나 인력부족으로 무산

□ 의류 및 액세사리의 판매로 광고ㆍ홍보 효과와 매출증대를 동시에 추구

- 야후 코리아의 경우 패션업체이 야후의 로고가 새겨진 의류와 악세사리의

판매하고 야후코리아에 로열티를 지급

ㆍ이는 디즈니가 캐릭터 상품 판매로 인지도 확산은 물론 매출액 증대의

효과를 거둔것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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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브랜드의 오프라인 진출

- 야후 코리아는 캐릭터 전문업체인 바른손과 브랜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

- 바른손은 「야후!」로고를 활용한 모든 문구와 팬시용품을 개발하게

되며 이 제품들은 야후코리아 쇼핑몰과 바른손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

- 야후는 이미지확산과 함께 수익성 제고의 효과를 얻음

□ 광고ㆍ홍보 목적이 아닌 오프라인식 제품ㆍ서비스의 판매도 출현

- 인터넷 금융정보 사이트인 국내의 eMoney, 머니오케이 등은 재테크를 일

반에게 강의하는 오프라인 교육사업에 진출 예정

- 다음, 네이버컴, 라이코스 코리아, 심마니, 네티앙, 드림위즈 등의 국내업

체는 자체 개발한 검색엔진 및 솔루션의 판매를 주사업영역에 포함

□ 무형재 닷컴기업의 자체 브랜드 및 상품판매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

- 광고 및 홍보 목적의 오프라인형 제품 출시는 이제까지 긍정적 효과

- 그 외 수익을 목적으로 자체의 솔루션이나 노우하우를 오프라인에 판매하

는것은 기존의 핵심역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오프라인의 마케팅은 온라인과 다르므로 오프라인의 경험이 있는 전

문인력을 활용하거나 오프라인과의 마케팅 기능 제휴하는 가능성을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

(3 ) 오프라인 콘텐츠/재화 생성기능 확보: 오프라인 수익업체와의 연계

□ 정보재ㆍ서비스 닷컴기업과 오프라인 기업은 상호간에 부합되는 욕구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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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재 닷컴이 오프라인에서 필요한 것은 오프라인의 풍부한 콘텐츠와 확

실한 수익을 제공하는 상거래

- 반면 오프라인은 일부 선두 온라인기업의 명성과 그에 따라 형성된 인터

넷 커뮤니티에 관심

Community

확보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

Contents
Commerce

□ 국내외적으로「온라인 Community + 오프라인 Commerce」의 결합이

증가

- 99년 GM과 AOL이 자동차 판매를 위한 마케팅 제휴를 맺었고 포드도 야

후와 MS (카포인트에서 자동차 판매)와 제휴를 맺음

- 국내에선 야후와 삼성전자의 제휴가 초기에 관심을 유도

ㆍ야후는 그후 사이트 임대방식을 도입하여 오프라인업체의 전문매장을 야

후내에 개설해 주고 일정의 임대료를 받는 전략을 추구

- 라이코스 코리아는 최근 아코스닷컴과 공동으로 생산은 물론 물류 및 창

고시스템을 가진 중소 제조업체 540 개를 묶는 초대형 온라인 할인마트를

운용하기로 발표

□「온라인 Community + 오프라인 Contents」의 결합도 출현

- AOL과 Time Warner의 합병은 온라인 Community와 오프라인 Content

결합의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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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경우 E*Trade 는 Ernst & Young과 제휴하여 E*Trade 의 고객

들이 웹페이지를 통해 전문가의 고급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함

□ 무형재 닷컴기업의 오프라인 수익콘텐츠 확보전략은 제휴와 M&A사이의

선택

- 직접 진출은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

ㆍ무형재 닷컴기업이 오프라인 수익모델로 직접 진출하는 형식은 가능성이

희박

ㆍ예를 들어 야후가 자동차 사업이나 가전 사업에 직접 진출한다는 것은

사업동질성을 고려할 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음

- 사업동질성과 목표회사에 대한 인수 경쟁이라는 두가지 요소가 중요

ㆍ사업동질성이 없을수록 M&A보다 제휴를 선호

ㆍ목표회사에 대해 다른 제3자가 관심을 보일수록 M&A를 선호

□ 현재까지는 닷컴기업과 오프라인 기업 모두 M&A 보다는 제휴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

- 양자간의 핵심역량과 조직문화가 크게 달라 M&A 성공가능성 희박

- 닷컴기업은 규모가 큰 오프라인 기업을 직접 인수할만한 역량이 없고 오

프라인 기업은 인수 대신 직접 진출이 가능

M&A 보다 제휴를 선호하는 이유

닷컴기업 오프라인 기업

오프라인 사업의 핵심역량에 대한 이

해 부족

온라인 사업의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

부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즈니스는 조

직문화가 이질적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즈니스는 조직

문화가 이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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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기업의 규모가 대부분 온라

인 기업에 비해 크므로 인수의 가능

성은 희박

온라인 기업을 인수하는 것보다 온라

인 방면으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대

안 존재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경우 AOL이 Time Warner를 인수한 것은 매우 이

례적인 사례

ㆍ상호간 사업 핵심역량의 동질성을 이탈했을 가능성 많음

ㆍ상이한 두 조직이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불투명

정보재ㆍ서비스 닷컴 오프라인 진출시 주요이슈ㆍ결정기준 요약

오프라 인진출의 방향 주요결정 이슈 결정기준

오프라인 점포로 진출
제휴 vs. 자체진

출 vs. M&A

업종

무료정보제공(홍보용) - 직접진출

유료서비스(매출증대용) - 제휴ㆍM&A

오프라인

콘텐츠/재화

생성기능의

확보

독립적

오프라인

상품ㆍ솔루션

의 개발

개발여부의 결정

Cost-Benefit Analysis

가치창출(매출증대, 홍보효과)-비용증대

(개발에 따른 비용)

오프라인

수익업체와의

연계

제휴 vs. M&A

사업동질성과 대상회사에 대한 경쟁

이질적 - 제휴

동질적, 적은 경쟁 - 제휴

동질적, 많은 경쟁 -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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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온ㆍ오프 Mix 전략의 현황과 미래

1 . 온ㆍ 오프 M ix 전 략의 유 형

Online vs. Offline Mix의 유형

누적 온라인
투자비중

누적 오프라인
투자비중

3. 닷컴기업중

온라인 니치형

2. 닷컴기업중

오프라인 투자형

(오프라인 변신형)

1. 오프라인기업의

온라인 변신형

□ 닷컴 기업의 오프라인 전략은 두가지 방향(2와 3)으로 진화 가능

- 닷컴기업 중 오프라인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는 유형(오프라인 변신형)

- 닷컴기업중 온라인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형태

□ 2번 방향으로의 진출은 당분간 소수 유명 닷컴에 집중될 전망

- 오프라인의 물류 효율화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정도의 규모

에 이르러야 오프라인 투자액이 증가 (M&A 혹은 자체진출)

ㆍ이는 곧 중소 닷컴은 제휴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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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수익모델의 도입 경우에는 오프라인이 제휴에 응할 수 있는 매

력적 자산이 존재해야 함

ㆍ브랜드 인지도나 커뮤니티 회원수가 적은 닷컴회사들은 오프라인과 제휴

조차 맺기 힘듬

- 또한 오프라인 점포의 개설도 자금력이 있는 유명 닷컴이 유리

□ 결과적으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많은 고객을 가진 닷컴만이 오프라인에

많은 투자가 가능

- 나머지 중소 닷컴은 오프라인과의 제휴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

□ 오프라인과 접목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믹스해가는 닷컴(2번)은 오프라

인에서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전통기업(1번)과 필연적으로 경쟁

- 이 과정에서 1번이 2번에 비해 우세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

-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이 온라인 기업화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

ㆍ이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가는데는 오프라인이 온라인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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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 결합의 난이도 비교

이상적 온ㆍ오프

결합 기업

오프라인기반

기업

온라인기반

기업

오프라인의
진입장벽

온라인

진입장벽

온라인
진입장벽

오프라인의

진입장벽

□ 그러나 이 경쟁에서 전통기업이 승리할지 닷컴이 승리할 지는 누구도 장담

할 수 없음

- 전통기업이 온라인으로 진출하는데에도 예상외의 진입장벽이 존재

전통 유통업체의 온라인화와 진입장벽

오프라인 retailer가 온라인으로 진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님. 그들 또한 물

류비가 높음. 그들의 기존의 인프라는 많은 제품을 창고에서 가게 선반위에

진열하는데 집중. 그러나 새로운 인프라는 개별 상품을 고객의 집으로 배달하

는 것임

- 따라서 시작기반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를 떠나서 누가 이상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전망

□ 무형재 닷컴기업들의 경우 유형재 닷컴기업에 비해 Niche 전략 구사가 상

대적으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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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재 닷컴기업의 경우 예상가능한 오프라인 Niche 전략

ㆍ온라인에 진출하기 힘든 유통업체를 체인점으로 통합하며 자신의 온라인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

ㆍ영세한 온라인 회사들을 묶어서 쇼핑허브(hub)를 만들어 오프라인과 연

계하는 방안이 가능

- 정보재ㆍ서비스 B2C 닷컴의 경우에는 차별화를 통한 Niche 를 찾기가 훨

씬 힘듬

ㆍNiche 찾기가 힘들어지고 수익의 원천이 고갈되면 좋은 조건으로 M&A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2 . 이상 적인 온ㆍ 오프 라인 사업 의 M ix와 경영

(1 ) 개념적 차원의 이상적 온ㆍ오프 배합

□ 1번과 2번 전략의 경쟁에서는 이상적인 온ㆍ오프믹스를 이루는 측이 승리

이상적인 온ㆍ오프라인의 결합

온라인

오프라인

수익성

Physical

Presence

신뢰성

성장성

Content

Commerce

생산 점 포 고객

Content

편의성, 참신성

온라인

Community

오프라인

고객

Virtual

Presence

물류

보완성

효율성

물류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모두 취합하는 형태의 기업이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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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컴의 장점

- 접근 및 정보검색의 편의성 제고

- Interface 의 참신성

- 성장성

오프라인의 장점

- 실제상 존재로 인한 신뢰성 증대

- 물류기능 확보로 인한 효율성

- 확고한 수익성

(2 ) 실질적 차원의 온ㆍ오프 통합 경영

□ 온라인과 오프라인간의 역할 분담 아래 ‘보완의 경영’을 추구

- 판매상품의 보완성 : 온라인은 표준품과 일상품을, 오프라인에서는 전문품

과 고가품 그리고 기호품을 판매

- 물류의 보완성 : 회사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검색한 후 집근처의 점포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ㆍ미국 Circuit City의 경우 이러한 전략으로 온라인 상거래의 개설후 오프

라인의 매출이 증대

- 세일즈의 보완성 :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해야 함

ㆍ오프라인 점포에서 온라인의 URL을 홍보

ㆍBarnes & Noble은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이러한 연계성을 무

시하여 부진했음

□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이 있는 새로운 인재의 영입과 활용이 중요

- 99년 아마존에서 월마트의 물류담당 전문가를 스카우트하려 하자 월마트

가 경영 노하우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온라

인기업에서 오프라인 노하우를 가진 인재의 중요성을 암시

□ 온라인 오프라인 문화 차이에 따른 조직내 갈등관리도 온ㆍ오프라인 통합

경영의 핵심적인 이슈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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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컴기업의 문화와 오프라인의 문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름

- 급격한 변화관리 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시도

- 온라인ㆍ오프라인의 양쪽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이 문화적 충격 흡수과정

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해야 함

(3 ) 미래 기술발전의 영향

□ 닷컴기업의 오프라인 진출 추세는 미래 기술변화의 영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닷컴기업의 투자 패턴은 현재 수익의 창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술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함

- 모바일 혁명이 불면 오프라인 투자보다는 온라인을 재정비 해야하는 시점

이 다시 도래할 수도 있음

인터넷기술 발전에 따른 닷컴기업의 투자 패턴변화

온라인 투자비중

오프라인

투자비중
2차 인터넷 기술혁명

(모바일, 동영상)

초기 인터넷

혁명

오프라인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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