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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셜 커머스 유형 

1. 소셜 서비스 내 커머스 접목 

    Facebook 내 커머스 기능: Digital Item판매, App을 통한 상품판매 

Facebook Credits, Facebook Deals 

 

 

 

 

3.  소셜하게 구매 (공동구매) 

커뮤니티 게시판-카페공구,,,, 소셜 커머스*(협의의 소셜 커머스) 

2.  커머스 내 소셜 기능 접목 

    리뷰, 평가, 한줄평 / 구매목록 공유, 친구 리뷰 보기, Facebook 의 Like 버튼 

    비지인  지인 NW 활용 

http://socialcommercetoday.com/wp-content/uploads/2009/11/Social_commerce_wordle.jpg


1.2  소셜 커머스 시장규모 

국내 소매유통시장 규모 

출처: 롯데유통전략연구소 

• 11년 소셜 커머스 1조, 12년 2조 예상 



1.2  소셜 커머스 추이 

출처: 코리안클릭 출처: 코리안클릭 

소셜 커머스 DT 성장추이 소셜 커머스 UV 성장추이 

• 미국, 2007년 Living Social 등장 -> Groupon 성장 

• 국내, 2010년 위폰 등장 -> 티켓몬스터 성장 

• 현재 티몬, 쿠팡, 위메프, 그루폰코리아 4파전 



1.3  소셜 커머스 상품특성 

소셜 커머스 카테고리별 구매비중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 도서 제외 일반 쇼핑 카테고리와 유사 

- 도서 : 도정제, 충동구매, 20~30대여성층 

 

•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 : 식음료, 티켓 

- 걱정없고 Light한 상품구매 

 

 상품권, 티켓 구매 시장으로 Focus 

 

 Local Commerce에 대한 개척 



1.4  소셜 커머스의 소구점 

소셜커머스는 TV홈쇼핑의 WEB버전 



1.5  소셜 커머스와 홈쇼핑 

• 홈쇼핑의 특징 
 
백화점 브랜드라는 신뢰도를 바탕으로 
 
1시간동안 싸게 파니, 지금 아니면 못 삼!!! 
 
인기호스트 확보력이 경쟁력 
 
설명 듣다보면 정말 안 살수 없음!! 
 
TV 매체 파워를 레버리지 

 

• 소셜커머스 
 
오늘, 특정기간 특가. 오늘 아니면 못 삼!!! 
 
웹디자인의 퀄러티(디카 vs DSLR) 굿 웹디자이너 = 인기호스트 
 
웹툰보다 긴 스크롤 
 
대규모 광고비 투입  

[예시1] [예시2] 



1.6  Amazon의 행보(1) 

• 2010년 6월, 공동구매사이트 Woot 인수 

• 2010년 12월, Living Social 1억7500만달러 투자 

• 2011년 6월, Amazon Local 런칭 



1.6  Amazon의 행보(2) 

1. 고객 Pool의 파워  

매주 1억 2천만명이 방문 - active users 

 

2. Amazon Loyalty 파워 

Amazon Point, Amazon Prime 

 

3. IT Platform 시너지 

AWS, EC2, S3 – 웹호스팅,서버,스토리지,Data분석 

 

Why “LOCAL” ?  모바일 광고시장 진출 : Kindle 광고, Local 광고 



1.7  F-Commerce 

아직은 “Like”에서 “Buy”로 전환시키지는 못했으나,,, 

직접적인 커머스사업을 해야하나? 커머스지원사업으로 집중해야하나? 

(cf. 애플은 어떻게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가?) 



1.8  소셜 커머스 전망 

• 모든 유통업은 신규상품, 신규마켓으로 확장해간다 

1) 상품군 확장 : 지역특화형, 특정업종-육아시장, 용역시장 

 

2) 마켓 확장 : 중국, 인도, 동남아 등 아시아시장 진출   

• 모든 유통업은 Vertical/Horizontal 로 확장해간다 

1) 오프라인 진출 - 매장운영, PG/Logistics/CS 운영 

2) 기존 Major 업체에 M&A   



1.8  Localization 

요리만들기, 그림그리기, 요가수업, 육아수업 등..  

장소대여업? 로컬이벤트회사? 끝없는 오프라인 틈새시장 침투  



1.8  Subscription Model 

회원제 서비스의 성장 가능 

친구추천에 의한 가입, 쇼핑 클럽만의 혜택  



1.9  Social Curation 

최근 Pinterest 등 관심기반 SNS 가 성장 중 

스크랩북(쇼핑아이템) 공유 : Shoppingmall광고, Transaction수수료 



1.9  etc 

Why “S.O.C.I.A.L”?  

Network Effect,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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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터넷 환경변화(1) 

모바일 인터넷 Top 10 UV 

PC 인터넷 Top 10 UV 

양쪽 모두 포털, SNS, 언론사가 Traffic 우위.  

모바일인터넷 이용목적이 유선인터넷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아직 모바일 인터넷은 커머스는 열위. Why? 모바일에 최적화? 

출처: 코리안클릭 



2.1  인터넷 환경변화(2) 

1. 유선 인터넷 BM  

    유료동영상 -> 온라인게임 -> e커머스 -> 온라인광고 

엔씨, 한게임, 네오위즈 -> 인터파크, G마켓, 11번가 -> NHN, Daum 

 

2.  무선 인터넷 BM  

    유료화보 -> 모바일게임 -> m커머스 -> 모바일광고 

     

 

    유선 인터넷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유리 

    하지만 유무선 시장의 차이는 존재: 컴투스, 게임빌 / 카카오톡 

 

과거 온라인 게임 성장배경 : PC방  

오늘날의 모바일 게임 성장배경 : AppStore 



2.2  모바일 커머스 시장규모 

국내 소매유통시장 규모 

출처: 롯데유통전략연구소 

• 12년 e커머스는 전년대비 20% 성장한 33.6조 예상 

• 이중 모바일 커머스는  1조 예상(RMS 3%)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2.3  eBay 동향(1) 

모바일에 최적화된 UI 벤치마킹모델  



2.3  eBay 동향(2) 

Watch With eBay app : TV, 영화 연계 

• QR코드 리더업체 RedLaser 인수 

• Critical Path Software  개발사 인수 

• 소셜 데이터 분석업체 Hunch 인수 

• 모바일 결제 관련 업체 Zong 인수 

• 소셜 커머스 업체 Where 인수 

- 지역광고 Where ads 운영겸 

적극적인 모바일+소셜 인수 행보 



2.4  Apple 동향 

• Passbook (on iOS6) : 신용카드, 멤버쉽카드, 상품권, 쿠폰, 티켓 서비스 

• Music, Mobile, Publication Industry… and next -> Commerce/Local Industry  

(not Credit-Card, Store-Card) 



2.5  Amazon 동향 

• 상품 거래  컨텐츠 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 e-커머스 사업자(vs eBay)에서 컨텐츠 사업자이자 모바일 광고사업자로 진출(vs Apple, Google) 

- Microsoft 광고부문담당 영입, 모바일 광고업체 Quatto Wireless 인수 



2.6  Facebook의 행보 

• 2011년 10월 Start-up(3명) 

• Local 사업자의 고객 로열티 관리 솔루션 제공 

• 매장 방문시 할인, 쿠폰, 포인트 받을 수 있음 

• 2012년 4월 Facebook에 인수됨 

 

 

• 모바일 구매정보 획득 -> 모바일 광고 

• 오프라인 매장에 Facebook TagTile큐브 전시 

 TagTile  

※ 모바일 위치기반 서비스 Gowalla 인수 



2.7  Major의 신규사업 Matrix 

소매유통 

컨텐츠 

제조업 

통신업 

서비스업 

(여행) 



2.8  Multi-point 



2.8  etc 

   유통 비즈니스는 선택과 주목의 문제임 

   판매자에겐 주목을~. 소비자에겐 선택의 문제를~ 해결해줘야함 

   Problem Solving 마인드의 접근! 

• 주목의 문제 

   - Attention : 매스광고, SNS, ROI_타겟마케팅, Goupon, 소셜커머스 

 

• 선택의 문제 

   - Review : 상품소개, 리뷰, 한줄평, Amazon-Recommendation, Yelp 

   - Price Comparison : 최저가, 가격비교사이트  

   - Payment : 간편결제, Square, OpenTable 

   - Retention : 마일리지, 현장쿠폰, 통합포인트, Shopkick 



2.8  etc 

   커머스의 대표적인 판떼기 모델. Market Place 

   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해 중간에 플랫폼만 제공했을 뿐? 

   중개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기반 마련! 



2.8  etc 

모바일 커머스는 모바일 ‘광고’, 모바일 ‘컨텐츠’(리뷰,Q&A)와 함께 성장 

 - 모바일로 인해 Online, Offline의 영역이 사라지고 있음 

 - 지역 기반 광고가 더욱 성장할 것이며 모바일 커머스와 밀접하게 연결될 것임 

 - 웹의 기존 컨텐츠 대신 모바일 기반의 새로 업데이트되는 컨텐츠가 중요해질것임 

 

 

중개자가 중심인 소셜커머스에서 ‘구매자’가 중심인 형태도 출현 

 - Group Buying : 일정기간 특가 판매, 소셜적인 요소보다는 로컬사업자의 홍보대행 

 - Community Buying : 유사성향/니즈의 사람들이 구매리스트를 공유하고  

실제 원하는  시점에 구매진행 (CD -> 모든상품) 

 - 적극적인 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명확한 가치(혜택)와 서비스Flow(UI)를 제공 

 

 



2.9  맺음말 

What’s Next ? 

 

It’s Yours ;) 

We All Know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