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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빅데이터, IoT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고객 경험을 향상
시킬 수 있는 O2O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IT를 활용한 혁신이 필요하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
한 모바일 간편 결제의 확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여러 O2O 서
비스가 등장하며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IT 관점에서 개발방법론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
는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으나 국내 O2O 비즈니스의 개발 방법에 대하여는 간단한 프로세스 설명과
초기의 검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접근 용이성과 결합 확대라는 O2O의 기본 개념 측면에서 O2O
비즈니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특성들을 살표보고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개발방법론 고찰
을 통하여 O2O 비즈니스에 대한 개발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방법
론인 TAIDA를 참고하여 이와 유사한 GREAT 방법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O2O 비즈니스에서
의 성공적인 적용 방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표봄으로써 아직 미개척 영역의 비즈니스
발굴 기회를 제시하고 앞으로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많은 벤처 창업 준비자들에게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 O2O, 비즈니스 모델, 개발방법론, TAIDA, GREAT 방법론

Abstract
Big Data, I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order to provide O2O services that can break down the
boundaries between online and offline and improve the customer experience, it is necessary to innovate
using IT. Recently, the market size has been increasing due to the proliferation of mobile easy payment
using smartphones and various O2O services that create new value by connecting online and offline. There
are a lot of studies on development methodology and business model from the IT viewpoint, but the
method of development of domestic O2O business remains at the brief process description and initial
review level. In terms of the basic concept of O2O in terms of ease of access and integration, we tried to
develop a methodological approach to O2O business by looking at the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O2O business and considering the general business model and development methodology. A similar GREAT
methodology is presented with reference to TAIDA, a methodology for resolving uncertainties in the future.
In this study, we propose a successful application method in O2O business and look at concrete examples
to suggest business opportunities for unexplored areas and to provide directions to many venture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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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rs preparing for business in the future .
Keywords : O2O, Business Model, Development methodology, TAIDA, GREAT methodology

1. 서론
IoT, Cloud, Big Data, 디지털 컨버전스나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등 급변하는 IT 기술에 맞추
어 많은 개발방법론들이 등장했으나 요즘 한창 대두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에
서의 개발방법론에 대하여는 단순한 프로세스 설명과 검토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평가 방법도 미
미한 수준이다. 카카오 드라이버나 카카오 택시 등의 국내 대기업에서 O2O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
가 있었으나 그 실적은 저조하며 비즈니스 사업성 검증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O2O에 알맞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O2O 비즈니
스 모델 개발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의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
여 분석, 설계, 운영, 발전, 평가에 이르는 새로운 개발방법론을 제시하고 음식 배달 서비스와 화물
유통사업 등의 사례를 살표보고 향후 O2O 비즈니스의 나아갈 방향을 나타내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O2O 비즈니스의 특징
초고속 인터넷, 이동전화나 태블릿 등 개인 이동단말 보편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거래의 편의성
일환으로 쇼핑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쇼핑활동을
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상은 O2O 사업모델, 즉 온라인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오프라인으로 구매자를 유도하는 사업 모형을 촉발시켰다.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
프라인을 동시에 이용하는 O2O 서비스가 등장하였으나 통합된 O2O 커머스의 다양성 등은 몇가
지 문제점들을 야기하기도 한다. 소매 업체는 일반 서비스 내용, 서비스 흐름 및 인터페이스를 재
구성하는 방법의 습득과 레거시 서비스 프레임워크 및 시스템 용량을 조정하는 방법들을 알어야
하는 것들 등이다. O2O의 핵심 가치는 통합된 소비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O2O 시장은 세계적
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O2O 비즈니스의 특징은 무
선으로 온오프라인의 결합과 온라인 결제, 많은 고객확보, 홍보효과, 마케팅 전략, 많은 정보, 저렴
한 가격, 시간 절약 등이다.

2.2 비즈니스 모델 관련 연구
많은 연구자들이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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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즈니스 모델 연구
[Table 1] Business Model Study
연구자
송희석 등(2008)
박웅희, 조병선(2007)

내용
경쟁전략 – 사업동향, 차별화 전략, 공백 비즈니스
U-City 개념 모델 – 유비쿼터스 컴퓨팅, u-서비스, u-City 방향

김현경, 김승도(2007)

소각로 모델 – 프로세스, 인과모델, 시뮬레이션, 비교분석

이영호,

김혜인,김영진,

손혁

(2006)
송기보, 임춘성, 신현규(2005)
전종근, 이태민(2004)
오달수(2004)
김재윤, 민병석(2003)
설종원, 한정완(2003)

개념적인 프레임워크 개발 – 가치제공, 기능, 수입, 인지, 쉬운 접속, 신
속한 응답
유비쿼터스 서비스 특성, 사업타당성
U-Mobile 상거래 - 이동성, 편재성, 개인성, 식별성, 위치확인성
U-Korea 전략에서 파생되는 산업서비스 – 신규산업서비스, 삶질 향상 서
비스, 고령화 해결 서비스, 고용문제 해결 서비스
제품 서비스, 공급자 – 기술제공자, 부품기반 제공업체, 제품 및 시스템
사업자, 시스템 통합업체,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업체
소비자의 컨텐츠 만족도 - Contents Cost, Service, Quality, Contact, 선호

Toshitado NAGUMO(2002)
김준환(2001)

도 형성, 구매여부, 재접속여부
목표고객 – 개인, 기업, 공공분야
서비스 특성 – 지급결제 트랜젝션, 컨텐츠 비즈니스, 통합 서비스 사업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 가치를 제공하는 목표세분시장, 세분시

afauhh & Tucci(2001)

장에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범위, 수익원천, 가격, 제 활동, 사업 수

R Amit & C Zott(2001)

행능력, 기업의 현재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비즈니스 기회의 가치창출을 위해 설계한 거래내용, 구조, 관리를 설명해
주는 것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특정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고안된 조

Ethiraj et al.(2001)

직 목표, 전략, 프로세스, 기술, 구조를 포괄하는 요소들의 독특한 구성

오재인(2000)

체
유선비즈니스와 차별성 - Mobile Care, Support, Trade, Hub
채널 상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수익모델, 업무방식, 제휴전략을 총칭하는

임춘성 & e-Biz Lab(2000)
Rappa(2000) & Rayport(1999)
Ma Rappa(1999)

Paul H. Timmers(1998)

기업의 창업 및 운영전략
비즈니스 모델은 회사가 가치사슬 안에서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를 정확
히 함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판독하는 것
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함으로써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
는 방법
다양한 비즈니스 참여자와 역할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 정보 흐
름의 구조이며, 다양한 참여자들의 잠재적인 이익을 설명해주고, 수익 원
천을 설명해주는 청사진

비즈니스 생태계는 Moore(1993)가 처음으로 제기한 개념으로, 비즈니스 세계의 유기체로서 그
구성원인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데 상호작용하는 조직으로 구성된 경제적 공동체라고 정의한
다. Baghbadoran & Harandi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공통요소로서 주
체별 역할에 따라 또 그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가치를 구분하여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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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여기서 제시된 비즈니스 생태계 모형 역시 개념적 단계에
머물러있어 때문에 개별 단위의 산업 또는 기업의 활동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지닌다. Keeley et
al.은 Capture, Creation, Proposition, Delivery의 4개 카테고리에 10가지 혁신유형을 언급하고 있
다.

2.3 개발방법론 관련 연구
개발방법론에는 SW 개발방법론과 일반적인 비즈니스 개발방법론이 있다. SDLC(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기반의 SW 개발방법론들은 폭포수모델, 프로토타이핑, 나선형, 반복적증,
진화적, 클린룸, 구조적, 정보공학, 객체지향, 컴포넌트, 모델기반, 서비스기반, Agile 등 많은 연구
가 선행되어 왔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개발방법론은 KPMG, BearingPoint, Deloitte Consulting, 전
략기술경영연구원, KTOA 등 여러 업체나 기관들이 제시하여 왔다.

3. O2O 비즈니스 모델 개발방법론
Tse-Ming Tsaia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으로 Smart Insights PRACE(Plan> Reach> Act>
Convert> Engage) 모델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환경스캐닝 기법, 델파이 기법, 리얼타임 델
파이, 퓨처스 휠 기법, 퓨처스 폴리곤 기법, 트렌드영향력 분석기법, 크로스임팩트 분석기법, 와일
드 카드, 구조적 분석기법, 시스템모델 기법, 의사결정 모델링 방법, 대입 분석 기법, 통계학 모델
링 기법, 기술발전단계 분석기법, 형태학적 분석기법, 분야별 관련성 분석기법, 시나리오기법, 상호
작용 시나리오기법, 확고한 의사결정기법, 참여 기법, 시뮬레이션과 게임기법, 천재적 예측비전 직
관통찰력 미래비전 활용기법, 표준예측 기법, TRIZ, 과학기술 로드맵 기법, 필드 변칙완화 기법, 기
술예측 텍스트 마이닝 기법, 에이전트 모델링 기법, 예측시장 기법, 신경회로망 적용기법, 국가미래
지수 기법, SOFI 소프트웨어 기법, 카오스이론 극복기법, 멀티 전망 개념 기법, 시나리오 기획 툴
박스 기법, 발견적 방법 모델링기법, 개개인의 미래기법, 일상 분석법, 통합비교 기법 등의 많은 시
나리오 계획 기법 중 하나이며 미래 불확실성 해소 방법론인 스웨덴 미래연구소 Kairos Future에
서 개발한

TAIDA(Tracking, Analyzing, Imaging, Deciding, Acting) 기법을 참고하여 보완한 검

색, 설계, 실행, 발전, 평가의 5 단계인 그림 2.의 GREAT 개발방법론을 제안한다.

Googling

Review

Execution

Advance

Treatment

검색

설계

실행

발전

평가

[그림 2] 개발방법론 Framework
[Fig. 2] Development Methodolog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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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O2O 비즈니스 분석
Googling 즉, 비즈니스 대상을 발굴하기 위하여 표 3.의 통계청 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를 활용
하여 총 1922개의 산업별 분류을 식별하였다. 선정된 대상에 대한 분석영역의 사전 검증작업을 통
해 고객, 제품서비스, 기술, 수익성, 사업구조 분석을 실시한다.
[표 3] 통계청 한국표준 산업분류
[Table 3]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산업내용
농업, 어업, 임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분류
01-03
05-08
10-33
35-36
37-39
41-42
45-47
49-52
55-56
58-63
64-66
68-69
70-73
74-75
84
85
86-87
90-91
94-96

3.2 O2O 비즈니스 설계
선정된 대상을 전통적인 전략 분석툴인 5 Forces, Value Chain Analysis(통신의 경우 e-TOM 모
델), 7S, BSC 등의 내부역량 분석툴과 Portfolio 전략, SWOT 분석, Blue Ocean 전략, 정보기술 동
향분석 등의 외부역량 분석툴 등으로 Review를 실시하고 기타 경쟁요소들을 식별한다. 여기에 보
유하고 있는 플랫폼, 사용자경험, IoT, Big Data 역량 등의 기타 경쟁요소를 가미하여 차별화
Point를 도출하고 문제도출 능력, 사용자 경험, 정보의 비대칭성 등도 추가한다. 아울러, 비즈니스,
운영, 기술 측면의 개념도인 Value map, Process map, Platform map을 작성하여 발전 방향을 모
색한다.

3.3 O2O 비즈니스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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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배분하고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시스템 개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Quality 검증
을 통해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을 확인하고 B2C나 B2B 서비스를 위한 앱과 웹의 결제기능을 포함
한 유무선 시스템을 구축, 최적의 서비스를 실현한다.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 역량, 위험관리 등의
가이드 라인도 수립한다.

3.4 O2O 비즈니스 발전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여 개선점들을 식별하여 즉시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이 중요하다. 점차 그 적용 영역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전략도 중요하다.
지속적인 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Loiacono et al.은
WebQual을 개발하여 정보품질, 커뮤니케이션, 신뢰, 반응시간, 쉬운 이해, 사용의 편의성, 외관, 혁
신성, 감성적 흥미로움, 일관된 이미지, 온라인경쟁력, 경쟁우위 등 12개의 측정차원을 제시하였다.
Malhotra은 Zeithaml & Parasuraman과 함께 e-SERVQUAL를 개발하였는데 효율성, 충족, 시스템
유용성, 프라이버시, 신뢰성, 반응성, 접근성, 유연성, 탐색용이성, 효율성, 확신성, 안전성, 가격정
보, 심미성, 고객화 등 11개 차원을 제시하였다. Kaynama & Black은 SERVQUAL기법을 적용하여
E-QUAL을 제안하였으며, 콘텐츠, 접근성, 탐색, 디자인/외양, 반응성, 상호작용성/개인화, 평판/보
안 등의 7가지차원을 제안하였다. You & Donthu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대상으로 일반 사이트
와 구분할 수 있는 특징적인 서비스 품질을 탐색하고자 SITEQUAL을 제시하였으며 측정차원으로
는 사용의 용이성, 심미성, 처리속도, 보안성 등 4개 차원이다. Wolfinbarger & Gilly는 인터넷 소
매점에 적절한 측정방법을 개발하고자 eTailQ을 제안하였는데, 측정차원으로는 웹사이트의 디자인,
이행성/신뢰성,

프라이버시/안정성,

고객서비스

등

4가지

차원이다.

국내에서도

이문규가

e-SERVQUAL의 측정차원을 개발하고자 마케팅과 정보시스템 분양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
들로부터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정보, 거래, 디자인, 의사소통, 안전성 등의 5가지 차원을 제시하였
다.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여러 차원들에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고 개선점들을 식별하여 즉시 시
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3.5 O2O 비즈니스 평가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차원과 고객 니즈 사이클을 이용하여 평가될 수 있다. 가치차원은 가치제
공, 기능, 그리고 수입으로 구성되고, 고객 니즈 사이클은 인지의 정확함, 접속의 편리함, 응답의
신속함으로 구성된다. 고객 만족도 등을 통하여 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수익률 분석 등을 통해
비즈니스를 평가한다. 국내외 기관들은 기업가치를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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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외 기업들의 기업가치 평가요소
[Table 4] Elements of corporate value evalu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국가

한국

항목
시장성
경쟁력
비용구조
외부 환경변수
경영진

일본

제품과 서비스
시장
경영환경
경영진
제품과 서비스

미국

시장
기타

평가요소
수요구조, 진입장벽, 시장적응속도, 경쟁상황
경영진, 표준화, 고객중심사고, 기술 및 자원, 조직 및 정보의 효율성
개발 비용, 자금력, 잠재적 손실, 상용화 비용, 장재적 이익
경제동향 요인, 인구통계적 요인, 생태학적, 환경적 요인, 정치적, 규범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경영자의 약력, 경험, 특징 및 장점, 성격, 교제관계, 보좌관계, 신념 및 인생관,
고생경험 유무, 건강 상태 등
특징과 근거, 경쟁력 정도, 특허 및 노하우 유무, 생산체제 및 협력공장 , 품질관
리 수준, 제품수명주기 수준, 성장가능성 등
시장환경 및 구조, 장래성, 경쟁회사 유무, 시장점유율, 국제시장 진출 가능성,
판매채널 현황, 채널별 판매증가율, 클레임 분석
법규제 유무, 공해문제 유무, 원재료의 제약
경영진과 주요 기술자의 이력
차별성, 경쟁력 및 유지전망
경쟁력 비교, 목표시장과 고객, 시장규모와 예상 시장 점유율, 목표시장의 성장
성, 판매전략과 판매채널
소요자금과 조달방안, 주주와 자본구성, 실적 및 추정 재무제표

4. 적용 사례
온 오프라인 채널 단절을 극복하고 온라인의 편리함과 오프라인의 현장성을 결합하는 O2O는
모바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기술 발전에 힘입어 국내외 관련 시장 규모도 성
장하고 있다. 현재 음식배달, 숙박, 교통 등 생활 밀착형 O2O 서비스의 소비자 수용도가 높으며,
공유경제와 결합된 수요 공급 연계 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외도 우버, 에어비
앤비 등 선도적인 O2O 기업들은 자국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O2O 플랫폼 기업으로 급성
장 중이며 중국 또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계형 O2O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여러 규제 요인, 사업 환경조성
미비 등으로 인해 그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미국, 중국 등 O2O 산업 선도국가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 요인 해소를 포함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O2O 서비스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와 상거래 사업확장으로 크게 구분된다. 플랫폼 기반 서비스
는 다시 플랫폼 기반 O2O 서비스와 플랫폼 기반 결합중개자로 분류된다. O2O 서비스 유형에는
부동산(다방, 직방, 유어홈, 부동산 다이어트)), 음식 배달(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미용(미미
박스, 뷰티인나우, 컷앤컬), 교통(카카오택시, T맵택시), 여가(야놀자, 여기어때, 여기야), 홈서비스(닥
터하우스, 대리주부, 크린바스켓). 자동차 서비스(카닥, 헤이딜러, 바이카, 첫차, 쏘카, 그린카, 파크
히어) 등이 있다. 현재 외식업 배달서비스 O2O 시장을 보면 배달의 민족(47%), 요기요(40%),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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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13%) 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배달앱 3사를 모두 합치면 전체 시장규모는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른 사례로는 국내 물류산업의 대표적인 O2O비즈니스 모델인 화물정보망
비즈니스모델을 들 수 있다. 화물정보망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 어플리
케이션 버전의 O2O 단계로 발전하였다. 수익중심형, 서비스중심형, 지원중심형 비즈니스모델 등 3
가지로 분류된다. 화물정보망 운영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여 주선사 중심의 화주회원과 차주
중심의 기사회원 간 화차(貨車)를 중개하는 구조로 화물운송 가맹망사업자가 가맹본부가 되어 자
사가 화주와 계약을 통하여 운송을 위탁받은 화물처리를 위하여 오프라인에서 계약한 가맹점에게
만 화물을 제공하는 구조, 대(對) 정부 및 상급단체 대상의 권익을 대변하는 전국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연합회와 같은 단체가 자기단체의 회원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사의 화물이나
차량을 중개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나 비즈니스모델의 한계도 존재한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O2O 신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으나, 실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경우는 극
소수라는 지적이 많다. GEO-Fence를 활요한 매장 유입 유도와 선 고객인식 및 Sales Talk 제시와
개인화된 Curation, 위치기반의 고객 로열티를 강화한 패션 비즈니스의 O2O 사례도 있다. 방문자
에게 멤버십 카드나 스탬프, 쿠폰 등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 빅데이
터 활용, 고객경험개선, 개인맞춤 혜택정보 제공, 매장의 온라인화, 매장고객 편의, 모바일을 활용
한 결제, 배송체계 시스템 등 온 오프라인의 연계성이 반영된 옴니채널의 매쉬업 O2O 유통 비즈
니스모델이 한 예이다. 정리하면 대부분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기반 O2O 유통채널 비지니스플
랫폼은 통신사, 제조사, 금융사, 유통사, 기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대기업
의 중심이 아닌 중소상공인을 위한 O2O 유통 비즈니스모델 개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신규차, 중고차, 자동차 정비나 자동차 할부금융.보험 등의 자동차 판매 O2O 자동차
판매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주된 수익원은 광고 및 오프라인 업체에 대한 서비스 중개수수료이며
업소 및 기관에 대한 연락처, 주소, URL 제공 정보 등은 이를 위한 주요 매개체로 파악된 업소들
을 대상으로 배너광고 등의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고 신뢰성이 높은 업체와는 오프라인 서비스 제
휴계약을 맺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또 다른 수익원
이 된다. 기존의 오프라인 음식점이 O2O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기기를 통한 오프라인 음식점의 효
과적인 광고와 주문의 편리성을 높인 시스템을 구성하여 음식점 O2O 서비스를 적용한 사례도 있
다. 대리운전 서비스 방식인 콜 대리 서비스(콜 대리)에서 O2O 방식이 접목된 앱 대리로의 O2O
대리운점 서비스인 카카오 대리운전서비스도 한 사례라 할 것이다.

5. 결론
O2O 서비스 특징으로는 SNS, Big Data를 활용한 즉시성, GPS, NFC, BLE 등의 기술 구현을 통
한 위치성,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한 맞춤성을 들 수 있다. 국내외에서 많은 기업들이 O2O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O2O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품질을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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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O2O 비즈니스가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각각
이점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현재 급성장한 시점에서 점검해 본다면 소비자 보호실태에 문제가 없
지는 않다. O2O 서비스사업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배달 O2O의 경우
핵심 요소들인 가맹점의 수와 주문시스템, 결제시스템, 배달시스템의 질 확보 등 각 서비스 제공단
계 모두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편리함과 신뢰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결제프로그램까지
제공될 경우 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요구되는 자격과 요건들은 물론 여기에 배달서비스를 할 경우
에 화물운송허가 및 법인용달 허가와 인력 훈련, 교육 등에도 투자를 요한다. 새롭게 사업 추진을
고려한다면 어느 영역에서 차별화를 확보할지 많은 검토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온 오프라인의 일차원적인 영역 확장에서 벗어나 O2O만의 차별적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그 사업을 검토하고 시작하려는 사업가들에게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창업의
밑그림과 Venture Capital을 통한 자금유치 및 기업공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에 도움
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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