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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rce 



1.2  E-Commerce 

1. 전체 소매유통시장 성장율 지속 속에  

인터넷쇼핑 성장 지속 

2. 오픈마켓 경쟁 심화 

3. 오프라인 유통사업자(백화점,대형마트) 

e-Commerce 강화 

4. 네이버 Shop N 런칭(’12년3월) 

 e-Commerce 박빙(Blue & Red Ocean) 



1.3  E-Commerce Trend Agenda 

• Mobile 

• Social 

• Curation 

• Subscription 

• On-Off Mix 

생존 or 성장 을 위한 최근 트렌드 속에서 Keyword 도출 



Mobile 



2.1  모바일 커머스 시장규모 

• 모바일 커머스는 1조 예상(RMS 3%), 월 5%선까지 성장 예상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출처: http://mobizen.pe.kr/ 



2.2  모바일 커머스의 성장 가능성 : BM의 진화방향 

1. 유선 인터넷 BM  

    (유료동영상)     온라인게임      온라인쇼핑      온라인광고 

 

 

2.  무선 인터넷 BM  

    (유료컨텐츠)        모바일게임      모바일쇼핑      모바일광고 

     

엔씨,한게임,네오위즈 인터파크,eBay,11번가 Naver,Daum 

AppStore 

Kakao 
? Naver,Daum? 

•    모바일 역시 지배적인 유선 인터넷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유리 

•    But, 모바일 특성을 빠르게 활용하는 사업자가 새롭게 부상할 것임 



2.3  모바일의 성장 가능성 : 사용행태 

오늘날 m-Commerce가 e-Commerce 의 5% 성장한것에 대한 다른 두 관점 

- 5%까지 성장? 대단~!   

- 5%밖에 안되네 

 

여러분의 생각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가면서 

SNS를 더 많이하게되고 게임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쇼핑도 스마트폰으로 많이하게 된다. 

 



2.4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준비 

[질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모바일에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 저희 사업을 어떻게 모바일화 해야하나요. 

- 모바일웹을 만들어야하나요, 어플을 만들어야하나요. 

 



2.4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준비 

[답변] 

“모바일 스크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기획하라.” 

  (적어도 모바일 서비스만큼은…) 

 

 

예를들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차를 어떻게 design 할것인가? 

자신의 귀를 막고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차를 설계해야하지 않나요.  



2.5  모바일 UI/UX 

모바일 커머스는 선택사항이 많아선 안된다. 

클릭 두어번으로 주문할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게임(카카오게임) 사례  

애니팡, 드래곤 플라이트 

모바일 = 패스트푸드 



2.6  모바일 결제 

지금은 추억이 된 벨소리 

한 때 음원시장을 평정하다시피한 BM. 

그 성공의 이유를 되새겨보면, 

 

1) 개인 Identity 어필 수요 

2) 간편한 빌링 시스템  

   통신비 고지서에 매달 자동결제 

 

 



2.7  모바일 벤치마킹 : Amazon 

• 모바일 시대에 발빠른 대응 

• 빠르고 편리한 사용자 구매 UX 제공 

• App과 MobileWeb UI의 일관성  

• 편리한 검색 (of course 바코드검색) 

• 훌륭한 상품페이지 



• 상품 유통  컨텐츠 유통 플랫폼   모바일 컴퍼니 

• Apple iPhone/iTunes/AppStore  vs  Google Android/Play  vs  Amazon Kindle 

• Microsoft를 비난하던 기업들도 결국 그 Business Model을 따라가고 있다 

2.7  모바일 벤치마킹 : Amazon 



2.8  Mobilization is Localization 

•  모바일 혁신으로 Online/Offline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음 

•  지역기반 광고는 모바일 커머스와 밀접하게 연결될 것임 

•  이에 위치기반 SNS와 커머스와의 만남이 기대됨 

TagTile (’12년 4월 Facebook에 인수됨) 

• Local 사업자의 고객 관리 솔루션 제공 

• 매장방문시 할인쿠폰, 포인트 제공 

<Foursquare> <Yelp> 

http://www.techoncept.com/yelp-a-navigation-app-for-iphone-ipod-touch-and-ipad/ /yelp-iphone-app


Social 



3.1  소셜 커머스 시장규모 

출처: 롯데유통전략연구소 

• 11년 소셜 커머스 5천억, 12년 1조 예상 • 국내 Big 4 업체간 경쟁 치열 



3.2  소셜 커머스 상품 특성 

소셜 커머스 카테고리별 구매비중 

•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 : 식음료, 티켓 

- 저관여상품, 동질한 상품은 가격만 체크 

 

• Local 시장 확대 

- 음식점, 뷰티샵, 워터파크 등 

 

• 상품권, 티켓 시장으로 확대 

- 무형 상품은 가격만 Nego 

 



3.3  소셜 커머스 상품 확대 

• 요리만들기, 그림그리기, 요가수업, 육아수업 등.  

• 장소대여업, 이벤트, 끝없는 오프라인 틈새 공략 



3.4  소셜 벤치마킹 : Amazon 

• 2010년 6월, 공동구매사이트 Woot 인수 

• 2010년 12월, Living Social 1억7500만달러 투자 

• 2011년 6월, Amazon Local 런칭 

• 고객 Pool : 매주 1억2천만명 방문(Active Users) 

• Loyalty : Amazon Point, Amazon Prime 

• IT 기술력 : AmazonWebService, EC2, S3 

(Backend Platform Synergy) 



3.5  소셜 커머스 UI 

어느게 홈쇼핑 화면이고 어느게 소셜커머스 화면일까요? 



3.6  소셜 커머스, 홈쇼핑 스타일 

 

• 백화점 브랜드라는 신뢰도 바탕 

• 한정시간 특가판매! 

• 인기호스트가 경쟁력 

• TV 매체력  
 

 

 

 

• 한정시간 특가판매! 

• 웹디자인의 퀄러티(DSLR) = 인기호스트 

• 웹툰보다 긴 스크롤.. 이 보다 자세한 상품설명은 없다 

• 규모있는 On/Off 광고비용 투입  

[ 예시 : 상품페이지 ] 
<TV 홈쇼핑> 

<소셜 커머스> 



3.7  소셜 커머스 가치와 위기 

The Value of Social Commerce is… 

• It helps business get Online 

• It helps your business get Attention and viral effect 

 

갈비집을 이렇게 온라인에 주목도있게 옮겨다준적 있는가? 

갈비집에 한번에 이렇게 많은사람에게 알려준 적이 있는가? 

 

다음 과제는 … 

어떻게 또 오게 할 것인가? 휘발성 마케팅비용?  



3.8  Groupon 

• 단발성 할인. 로열티는? 

• 서비스 신뢰도. 과장 광고? 

• 지나친 상품확장. 일반 쇼핑몰? 

• 지역상품비중. 인력과다? 



3.9  Groupon 2.0 

Groupon Store Groupon Reward 

• 일회성 광고가 아닌 지속적인 마케팅 툴 제공 필요(마일리지, 고객인프라 등) 

• 선택과 집중 필요 : 종합쇼핑몰? 카테고리킬러? 유통 vs 플랫폼? 



Curation 



4.1  Curation 정의 

큐레이션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가치있게 구성하고 배포하는 일. 

 

 
유사한 의미로, 

필터링, 리스팅, 편집, 블로깅, DJ… 

 



4.2  Curation Commerce 대표사례 : Pinterest 

Service Model : 스크랩북 

Revenue Model : 제휴판매 수수료 

Commerce Feature : 카탈로그 쇼핑 



4.3  벤치마킹 : Fancy 

• 트위터 창업자 Jack Dorsey 투자 

• Gucci 등 패션브랜드 PPR사 투자 

• Pinterest와 유사 컨셉 (Pin it = Fancy) 

 

• 판매자의 상품등록 서비스 강화 

  (Fancy 트렌드를 보면서 판매력 독려) 



4.4  매거진화, Google Catalog 

< Google Catalog > 

• Simple & Rich Interface 

 스마트폰,태블릿 사용자 타게팅 

• Share with friends 

 G+, FB, TW 활용 

• Discover products & nearby stores 

 트랜잭션 BM, 광고 BM 



4.5  매거진화, Shopify 

• 스마트폰, 태블릿에 어울리는 카탈로그 형태의 UI  

• 상품속성별 다양한 UI 탬플릿 제공 



4.6  큐레이션의 가치(1) 

• YouTube가 Longtail을 확보하고 Head로 갔듯이, 큐레이션 커머스도 Longtail 확보가 관건임 

• 물론 안정적인 수익영역은 Head에 있겠지만, 큐레이션 차별화 가치는 Tail에 있음 



4.7  벤치마킹 : OpenSky 



4.7  벤치마킹 : OpenSky 

• 친구초대=리워드로 초대장벽 제거 

• 개인성향정보 획득=심플하고 재밌게구성 • 상품 신뢰도와 큐레이터 명성을 같이 UP! 

• 쇼핑사이트에 자신만의 공간 제공 



4.8  큐레이션의 가치(2) 

아이러니하게도 

잡지업은 점점 하락하고 있지만.. 

잡지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웹은 점점 서점처럼 변화해갈 것이다 

99%는 버리고 읽을 1%만 진열해 놓은 서점처럼 

자신만의 개성이 돋보이는 부티크처럼.. 

그러기 위해서 큐레이션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Subscription 



5.1  Subscription Commerce Model 

• 회원제 서비스의 성장? – why? 귀찮아서, 할인되서, Care받는기분, 숨은혜택 

• 구독서비스, 우유배달, 방문학습지,,, 이미 유사경험치는 있긴 하지만…  



5.2  BirchBox 

• ’10년 3월 오픈 

• 매월 정기적으로 화장품 샘플 제공 

• 여성 월 10$, 남성 월 20$ 이용 

• 화장품, 미용, 라이프스타일로 상품확장 

• ’11년 8월 VC 10m$ 투자 유치 

• ’11년 6월 국내에서도 글로시박스 오픈 

(www.glossybox.co.kr) 



5.3  Amazon Prime 

• 영화, TV 스트리밍 무제한 

• eBook 대여 

• 2일 무료배송 

Loyalty(Lock-in) Program  



5.4  서브스크립션 커머스의 가치 

   모든 유통 비즈니스는 선택과 주목의 문제에서 시작됨 

   판매자에겐 주목을. 소비자에겐 선택의 문제를 해결해줘야함 

• Subscription & Curation 

  고객의 취향을 파악해서, 매월 새로운 상품을 추천/배달 - 고객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 

< Shoedazzle > < Kiwi Crate > 



On-Off Mix 



6.1  On-Off Mix 

   모바일은 온라인 사업자의 성장 기지이기도 하지만 

   오프라인 사업자의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은 더욱 모호해질 것이다. 



6.2  Mobile Marketing : ShopKick 

• App을 켜고 매장을 방문하면, 매장에 설치된 디텍터가 인식하여 ‘통합 포인트’ 제공 

• 상품구매시 해당 ‘매장 포인트’ 제공 

• 누적된 통합 포인트로 상품권, 페이스북 크레딧 등의 티켓 또는 실물상품 교환  



6.3  Mobile Payment : Square 

• 스마트폰/스마트패드 이어폰 단자 Dongle에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서비스 

• 스타벅스가 2,500만달러 투자 (SA: K-Capital, SB: S-Capital, SC: K-P, SD: Starbucks) 

• 매장 내 POS를 대체하는 Square Register 



END. Comment 

“ 모바일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가장 과도하게 포장된 매체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장 과소평가된 매체이다”  - WPP CEO 마틴 소렐 

 

“이제 1995년이 다시 반복된다. 우리는 모바일이 우리의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안다. 

 아직 어떤방식으로 변화될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가 그 길을 닦으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 1-800-플라워즈닷컴 COO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