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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시  최고의 기업으로 언 되는 기업들이 많지만, 그 에서도 아마존은 특별하다고 볼 수 있

다. 2000년  e-commerce가 출 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고객의 심을 받았지만 아마존만큼 

성공한 기업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1997년에 상장하여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며 2019년 6월 24

일 기 으로 주당 가격은 $1,911.30이며 시가총액은 9,410억$에 이르러 1조 달러 달성을 목

에 두고 있다. 

e-commerce를 비롯한 digital economy가 등장하면서 주장된 것이 “The world is flat!”이었

다. Thomas L. Friedman이 동명의 책을 2005년에 출간하면서 기존 경제와의 확연한 차이 을 

리 알리게 되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이 되고 서로를 막는 장애 요인이 없어져 경

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는 상이었다. 이러한 측은 실화 되고 있으며 고객에게는 새롭고 

신 인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반면에 기존 업계의 존망에 커다란 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존이 

어떠한 사업 역에 진출한다는 결정만으로도 해당 분야 업체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질 

만큼 아마존의 시장 지배력은 단하다고 할 수 있다.

digital economy 시 에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상품에 한 정보를 구하는 비용이 거의 0이 

됨으로써 커다란 변화가 래되었다. 근본 인 변화  하나는 경쟁의 가열이다. 재화와 서비스에 

한 정보가 불완 할 경우, 매자는 이를 활용하여 추가 인 이익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른 곳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도 이를 알 수 있는 고객이 제한 인 경우 차별  가격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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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격 등 요한 정보가 고객들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모두 공유될 경우, 시장

은 보다 완  정보의 시장에 근 하게 되고, 이로써 보다 치열한 경쟁을 매업자들 사이에 유도하

게 된다. 

on-line shopping store의 경우 off-line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원가 우 가 있다. 

치가 좋은 곳에 임 료가 비싼 물리 인 상 을 보유할 필요가 없으며, 재고를 보유하여야 할 부담

도 감소된다. 고객과의 면 을 해야 하는 매원 등의 인건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on-line store들이 이러한 원가 우 를 바탕으로 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근하여 많은 고객

들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off-line store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 다수의 고객들이 off-line 

store에서 물건들을 직  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실제 구매는 렴한 가격을 제

공하는 on-line store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off-line shop이 on-line shop의 

시장의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매출은 감소하는 상이 큰 어려움을 낳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off-line store는 on-line store와의 차별화된 장 을 개발하고 고객에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지만, 이 한 상당한 비용 증가를 필요로 하는 활동인 것이다.

우리는 아마존과 같은 on-line store의 경쟁 략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는 on-line shopping과 off-line shopping 사이의 경쟁, 다른 하나는 on-line retailer들 

사이의 경쟁이다. 우선 기존 유통체제인 off-line shopping과의 경쟁을 통해 on-line 시장을 확

충하고 기존 유통시장의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off-line shopping 비 장

은 강화하고 단 은 보강을 하여야 한다. 한 필수 인 제조건으로 on-line shopping을 활

성화하기 한 인 라의 구축이 요하다. on-line shopping이 활성화되고 기존 공 자에게 

요한 이 되는 데에는 물류시스템의 발 과 교역에 따른 세철폐 등의 비가 제가 되었음

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digital economy가 활성화된  시 에 e-commerce 업체들 사이

의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다른 on-line shooping 업체에 비해 추가 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 요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기업의 경쟁우  확보 략에 더해 사회 인 이슈도 요해진다. 새로운 산업의 출

에 의해 기존 산업이 겪는 피해에 해 사회 인 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한 고민

이 매우 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제학 으로 요한 기   하나가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일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신이나 신산업의 등장은 기본 으

로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의 공 을 래하고, 신규 공 자는 보다 효과 인 재화와 서비스 제공으

로 인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on-line shopping 역에서도 e-commerce의 출 과 상호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다 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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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 산업이 겪는 피해가 사회 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역사 으로 가장 

리 알려진 것이 러다이트 운동 (Luddite Movement)이다. 이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에 

걸쳐 국의 공장지 에서 일어난 노동자에 의한 기계 괴운동을 말한다. 당시 생산 명이 진행됨

에 따라 특히 방직업과 양모공업에 있어서 기계의 채용은 종래의 제조직공들을 실직시키고 체

으로 노동자의 임 을 하시켰다. 이로 인해 기계 괴운동이 발생한 것이다.

신에 따른 사회  혜택을 유도함과 동시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사회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한 고민과 논의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재 다수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아

마존과 우버(Uber)에 의해 편리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차량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에 의해 

수많은 소비자들이 이동에서의 편의성을 얻게 되었지만 기존 택시업계의 타격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와의 갈등이 요한 

가 될 것이다. 

Ⅱ. 아마존의 비 과 미션

인터넷을 활용하는 e-commerce의 선두주자로 탄생한 아마존은 처음에 동질 인(homogeneous) 

그리고 재고 보   배송이 용이한 제품으로 사업을 시작하 다. 즉 서 을 on-line으로 매하

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을 출발하 다. 그 후 품목을 차 확 하여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매

하는 업체를 표방하는 기업에 이르 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Jeff Bezos의 생각을 심으로 아마

존의 비 과 미션에 해 살펴보기로 하자.

아마존은 고객의 행복을 가장 요한 기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목표로서 역할을 할뿐더

러, 기업경 에 미치는 실 인 향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마존은 불만을 갖는 고객이 

off-line에서는 6명에게 불만을 토로하는데 반해, on-line에서는 6000명에게 불만을 달하게 된

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즉 on-line의 경우 불만의 향력이 1000배정도로 증하므로 더욱 더 고

객만족에 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경 략의 수립에 있어, 불변의 내용에 기 하는 것이 요하다고 강조한다. 만약 가변

인 것에 기반하여 경 략을 수립한다면 경 략 자체가 가변 이 되어 효과를 내기가 힘들다

고 주장한다. 가변 인 것의 로서는 경쟁자, 가용기술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경쟁자와 가용기

술 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기가 쉬우며,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경쟁 략 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Jeff Bezos가 언 하는 불변의 가치 혹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고

객들은 ‘상품 다양성, 낮은 가격, 신속한 배달’을 원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고객의 욕구는 불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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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창한다. 일반 인 경 략에서 주

장하는 것처럼, 경쟁자 심의 응 략을 수립하는 경우, 우리는 경쟁자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지를 찰하기 해 그들의 행동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고객 심의 경 략 수립은 경쟁자와 

상 없이 우리가 주도 으로 방안을 모색한다는 에서 보다 진취 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 다.

Ⅲ. 아마존 리더십의 14개 원칙

아마존은 고객 심의 사고를 가장 강조하는 기업이다. 아마존이 시하는 리더가 지켜야 하는 

리더십의 14가지 원칙에 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는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용가능성이 높은 의미가 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3.1 Customer Obsession

리더는 모든 일은 고객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고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악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하여, 역순으로 이를 이루기 해 어떠한 것이 필요한 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여 이를 원하는 고객을 찾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고객

의 신뢰(trust)를 얻고 이를 유지하기 해 성의를 다해야 한다. 경쟁자에 한 검토보다 월등히 

요한 것이 고객 심의 사고이다.

3.2 Ownership

리더는 기업의 주인인 오 이다. 즉 기업이 바로 내 것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리더

는 장기 인 사고를 하여야 하고 단기 인 성과를 해 장기 인 가치를 희생해서는 안된다. 리더

는 자신의 의 입장에 한정하지 않고 이를 넘어 회사 체를 해 일한다. 리더는 로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즉 리더는 회사의 가치와 자신의 가치가 일치한다고 인

식하여야 한다.

3.3 Invent and Simplify

리더는 자신의 이 신과 발명을 할 것을 기 하고  요구한다. 그리고 늘 단순하고 간결하게 하

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리더는 외부 상황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모든 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하여야 한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심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사회로부터 우리가 이해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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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re Right, A Lot

리더는 당연히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리더는 좋은 단력과 감이 좋아야 한다. 한 다

양한 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신의 믿음이 잘못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해 지속 으로 

검하여야 한다.

3.5 Learn and Be Curious

리더는 배움에 끝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늘 재보다 개선하기 해 노력하여야 한다. 새로운 

가능성에 해 항상 궁 해 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탐구하여야 한다.

3.6 Hire and Develop the Best

리더는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있서 성과기 을 차 높여나가야 한다. 리더는 탁월한 능력의 소

유자를 알아차리고 기업  부서에서 이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기꺼이 지원하여야 한다. 리더는 차

기 리더를 양성하여야 하고 다른 직원을 지도하는 것이 리더의 요한 역할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리더는 직원들을 신하여 직원능력 개발을 해 Career Choice같은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3.7 Insist on the Highest Standards

리더는 끊임없이 높은 기 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기 은 많은 이들이 비합리 일 정도로 높

다고 볼 수도 있다. 리더는 지속 으로 기 을 상향 조정하여 이 고품질의 제품, 서비스, 공정을 

제공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리더는 불량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두어서는 안되고 문제를 해

결하고 한 해결 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8 Think Big

작게 생각하고 목표를 낮추는 것은 자기실 의 언에 불과하다. 리더는 담한 방향을 설정하

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소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남들과 다

른 생각을 하고 보다 좋은 고객 서비스 제공을 해 모든 곳을 살펴보아야 한다.

3.9 Bias for Action

사업에서 속도는 매우 요한 요소이다. 많은 의사결정과 행동은 필요에 따라 되돌릴 수 있으므

로 속도를 해할 정도로 철 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완벽한 것 보다는 치 하게 

계산된 험의 감수가 오히려 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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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Frugality

투입은 최소화하고 산출은 최 화하라. 여러 제약 하에서 자 자족과 발명이 탄생한다. 인원을 

늘리는 것, 산을 증액하는 것, 고정비 상승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3.11 Earn Trust

리더는 다른 이의 의견을 경청하고 솔직히 말하고 다른 이들을 존 한다. 리더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비 인 태도를 보인다. 리더는 자신과 자신의 을 최고 수 과 비교한다.

3.12 Dive Deep

리더는 모든 수 의 업무를 수행한다. 세 한 역까지 살펴보고 자주 검을 하며 실제와 자료

가 다르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3.13 Have Backbone; Disagree and Commit

리더는 설혹 불편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문제 제기를 하

여야 한다. 물론 반  의견을 내고 문제 제기를 할 때 상 방을 존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리더는 

확신을 가져야하고, 경우에 따라 집요해야 한다. 리더는 구성원 사이의 화합이라는 이유로 충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단 결정이 되면 으로 조해야 한다.

3.14 Deliver Results

리더는 사업에 필요한 핵심 투입요소에 집 하여야 한다. 한 이들을 좋은 품질상태로 유지하

고 한 시 에 투입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난 에 로 타

하지 말아야 한다.

Ⅳ. 아마존의 경 략

아마존은 창업 이래 목할만한 확장과 발 을 이루었다. 이러한 아마존의 발 은 아마존 내부

으로 개발활동을 통해 이룬 것도 있고 다른 기업을 M&A함으로써 이룬 것도 있다. 이러한 아마

존의 확장경로에서 아마존이 추구한 략  에 해 살펴보기로 하자. 창업 기부터 지속

으로 추구하 다고 보여 지는 략  방향은 새로이 on-line shopping을 개척하면서 기존 

off-line 비 경쟁우 의 확보 다고 보여 진다. 이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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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line 비 약 을 보완하는 략이고 다른 하나는 off-line 비 강 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약 의 보완과 강 의 강화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개략 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여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고 최근에는 on-line 

shopping이 정착되면서 on-line retailer 들 사이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한 노력이 기존의 추구

과 함께 실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최 화를 추구하고, on-line 

shopping 의 선두주자로서의 지 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1 장  강화 략

(1) 배달 속도와 안

on-line shopping의 장   하나가 ‘any time’이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고객이 

retailer의 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주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고객이 직장을 마

친 후 off-line store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 시간  제약에 의해 불가능할 수 있으나 on-line 

shopping은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다. 한 상 에 직  방문할 필요 없이 배달을 

통해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직  상  방문을 하지 않는 것이 고객이 리는 편의성 측면에서 

off-line 비 유리한 이 될 수 있다. 

그런데 delivery service는 상  방문을 불필요하게 한다는 에서 장 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

에 off-line에 비해 단 이 되는 측면도 있다. 배달을 고려할 때 요한 요소  하나는 배달 속도

이다. off-line shopping의 경우 고객이 구매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한 반면 on-line shopping의 

경우 배달이 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어 구매와 실사용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아마존은 

배달 속도를 개선하기 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가령 물류 시스템 개선과 최 화를 통해 

Amazon Prime Members에게 2일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신선식품의 경우 보다 

빠른 배송을 제공하기도 한다.

배달시간의 신속화를 다루는 속도와 더불어 배달장소와 련된 문제도 요한 해결분야이다. 주

문을 한 고객이 상품 배달 시 집에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집 앞에 배달이 된 물건이 도난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배달에 한 고객들의 불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마존은 smart doorbell 

회사인 Ring(2018년 인수)을 비롯하여 Home Security 회사를 M&A하 는데, 이는 새로운 분

야로의 진출이라는 것에 더하여 배달의 안 을 도모하여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려는 략으로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고객의 집에 물건을 배달할 때 어떻게 안 하게 배달을 할 것인

지를 고민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한 략을 구사하 다고 볼 수 있다. Amazon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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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고객의 door lock에 임시 비 번호를 부여하여 배달원이 고객이 원하는 곳에 들어가 물건

을 배달할 수 있게 하는 것(in-home delivery service)이다. 셋 에 따라서는 차고에만 배달원

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입허용 구역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배달 과정에서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동 상으로 촬 이 되어 고객에게 송됨으로써 고객이 안심하고 배달을 시킬 수 

있도록 운 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아마존의 입장에서 가장 커다란 M&A가 이루어졌다. 총 액이 140억$에 달하

는 거래로서, 미국의 유명 식료품 체인인 Whole Foods를 인수한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아마존

이 식료품 혹은 신선식품 역에 진출한 것으로 서특필되었다. 아마존의 Whole Foods 인수 소

식 다음 날 Wal-Mart와 Target은 주가가 5% 하락하 고, 형 식료품  체인인 Kroger’s와 

Delhaize Ahold는 8-9% 하락, Costco는 17% 하락하 다. 미국에서 Whole Foods는 유기농

을 심으로 고  식료품시장을 다루고 있으며, 식료품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 이 2%에 불과하지

만 아마존의 인수가 시장에 주는 충격은 매우 컸다. 

Whole Foods는 미국에 456개의 상 을 보유하고 있다.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인구 도가 높은 

지역에 주로 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Whole Foods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식료품 산업에 

있어서도 신선식품을 1시간 내 배달하는 서비스가 많은 고객에게 근 가능할 수 있어 아마존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존이 사업 기에 매하 던 서 은 동질 (homogeneous)

이며 물류 측면에서 다루기 쉬운 품목이다. 품질의 차이가 없으며 보   배송이 용이하다. 반면 

식료품은 이질 (heterogeneous)이며 물류가 매우 복잡하다. 가령 과일의 경우 동일한 것이 없

으며, 멍이 들기가 쉽고 운송과정에 더욱 숙성이 되고 한 상하기도 한다. 따라서 배달 시간, 운

송 조건 등 매우 정교한 물류가 필요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식료품의 경우 다른 상품과 

상이한 이 소비주기가 있어 반복 인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내구재가 아니라 소비재

이다. 그리고 식료품의 경우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보면서 쇼핑을 하는 것 한 다른 on-line 

shopping과의 차이 이다. 다른 on-line shopping의 경우,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종류를 미

리 결정한 후 탐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아마존에서는 AmazonFresh라

는 별도의 website를 운 하고 식료품의 짧은 수명을 고려하여 도시별 차별화 략을 구사한다. 

아마존의 Whole Foods 인수는 on-line shopping의 강자 아마존이 off-line network(the 

brick-and-mortar platform)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on-line 시스템과의 시 지 효과를 릴 수 

있음은 상할 수 있다. on-line으로 매를 하던 Echo와 같은 상품을 추가로 Whole Foods에서 

매하고 Amazon Prime Members에 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등 다양하게 Whole Foods를 활

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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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추가 인 Whole Foods 인수에 한 해석으로 아마존이 식료품 역으로 확장하고 

Whole Foods의 명성을 획득한 것에 더해, 배달서비스를 개선하기 한 략  요인도 있었던 것

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Whole Foods 상 을 on-line shopping의 미니 물류거 으

로 활용하는 장 을 리게 된다는 사실에 유념하여야 한다. 앞서 언 한 것처럼 배달 장소의 개선

과 련하여 배달 안 성을 확보하는 략에 더해 요한 안을 제공하는데 Whole Foods가 기

여할 수 있다. 미국 역에 Whole Foods 상 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 이를 배달거 으

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고객은 자신이 주문한 상품을 자신의 집이 아니라 자기가 지정한 

Whole Foods 상 의 임시보 소(lockers for delivery)에 배달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 고객

이 편리한 시간에 근처 Whole Foods 상 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고, 식료품을 구매하러 가는 길

에 찾아 올 수도 있는 등 배달의 편의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배달서비스의 개선효과를 고려한다

면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식료품 업계 진출의 효과에 더해 배달상의 시 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 Whole Foods를 통해 off-line shopping data를 수집하고 이를 on-line 

shopping data와 결합함으로써 보다 효과 인 고와 promotion 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2) one-stop shopping

on-line shopping의 주된 장   하나는 다양한 물건을 구매하기 해 각각의 off-line 상

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마존은 이러한 장 을 극 화하기 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매하는 물건의 종류를 확장하여(huge selection) 고객이 원하는 모든 종류의 제품을 매하려는 

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로써 고객은 아마존 한 곳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제품을 주문할 

수 있는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곳을 찾아보거나 방문하지 않고 아마존 한 곳에서 

부분의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고객의 편의성 측면에서 커다란 장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는 다른 off-line retailer에 비한 장 이기도 하지만 다른 경쟁 on-line retailer들에 한 상

 경쟁력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on-line retailer도 부분 자신들의 업종을 정하여 해당 업종

에 해당하는 물건들을 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아마존은 업종 자체의 폭이 방 한 경우에 해

당된다. 즉 on-line 백화   백화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마존의 품목을 확장하는 요

한 략  하나가 다양한 retailer들에게 아마존의 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마존이 직  조

달하여 매하는 것으로는 품목의 확장에 있어 제한 일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소매상들이 아

마존 시장에 참여하도록 함(Selling on Amazon)으로써 아마존은 수수료 수익을 얻음과 동시에 

막 한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존은 원하는 매자에게는 물류

(Fulfillment by Amazon)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매자는 자신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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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물류센터(fulfillment center)에 보내면 아마존이 포장, 배달, 고객서비스 등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방 한 품목에 더해 on-line shopping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요소가 제품에 한 보다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의 제공이다. on-line shopping의 경우 고객이 물건을 물리 으로 직  

찰하거나 만져보는 것이 어렵다는 단 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기존 구매자의 평가(reviews)를 

통해 off-line의 경우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마존은 고객에게 

구매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공을 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매자의 이익을 해 구매

자 평가가 조작이 되거나 왜곡이 되지 않도록 평가의 객 성을 확보하기 한 다양한 기제를 활용

하고 있다. 한 고객의 구매에 유익한 정보가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 등도 요한 활동이다. 그리

고 구매하려는 제품에 한 의사결정이 더욱 최 화되도록 다른 구매자들이 고려하 던 제품들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구매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 련 제품들에 한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추가매출에 따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고 있다. 그리고 요한 정보  하나는 외부 매자의 경우 거래의 안 을 담보하기 한 장치를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고 한 매자의 평가자료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 의한 self-selection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장 이 된다.

(3) 주문편의성

아마존은 고객들이 on-line 주문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이고 동시에 편리함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지속 으로 하 다. 주문과정을 포함하여 홈 페이지의 편의성과 반응속도의 개선을 해 

노력을 지속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이에 더해 추가 으로 주문의 편의성을 한 노력을 언

해 보자. 그  하나는 dash라는 것이다. 생활용품으로 주기 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다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dash이다. 가령 Tide라는 상표의 세탁제의 경우 해당하는 dash 

button을 구매하여 집에서 이를 르면 wifi를 통해 자동발주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web site

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시 을 자료 분석을 통해 측해 

주는 것 한 고객의 주문에 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 스피커인 Alexa를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더해 음성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장 이 요하다. 2020년에는 1억2천8백만 가구가 Alexa를 사

용하고 이로 인해 아마존에서의 구매가 10% 증가할 것이라는 측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제품에 한 고객들의 평가자료, 피드백을 보다 효율 으로 확보하고 리함으로써 제

품 개선, 신제품 개발 등에 있어 off-line 비 장 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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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로써 측배송(anticipatory shipping)도 고객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다. 고객의 소비행태를 분석하여, 소  predictive analytics를 이용

하여 고객이 주문을 하기 이 에 필요로 할 물건을 측하여 고객 근처의 창고, 트럭, 혹은 직  

고객에게 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면 주문을 받은 이후에 물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물류활동은 측을 바탕으로 미리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수행한 

물류활동만큼 배달 속도가 개선되는 것이다. 이는 신속한 배달의 극단 인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미리 물류를 비하는 과정에서 배송비용을 감하는 효과도 릴 수 있다. 반면 실제 고객의 수요

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재고 발생으로 인한 비용에 한 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숙제가 있다.

(4) 규모의 경제

기존의 off-line shopping 시장에서는 나름 로 각자의 지역시장(local market)이 존재하 으

나 on-line 시장의 경우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론 으로는 global market으로 확장이 

되었다. 이 게 시장이 확장이 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off-line의 

경우와 비교하여 on-line의 경우 시장 확장에 따른 투자비용이 감되어 규모경제 효과가 분명하다. 

물리 인 상 의 확장에 비해 on-line shopping system의 확장비용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커다란 시장규모에 비해 재고수 감, 물류최 화 등을 통해 물류비용을 감할 수 있는 혜택이 

발생한다. 아마존이 Kiva Technologies를 인수한 것도 창고 리에서 재고 리와 이동을 최 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고자동화에 한 투자가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 투자

효율성이 확보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아마존이 리는 물류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2 단  보강 략

(1) 직  사용

on-line shopping의 단 은 소비자가 물리 으로 직  보거나 만져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은 고객의 구매를 방해하거나 주 하게 된다. 따라서 on-line shopping의 경

우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서 의 경우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제품에 한 review를 통해 상품에 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류의 경우 3차원 핏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해 제품에 한 

정보제공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기술을 통해 제품에 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직 인 방안과 함께 요한 안으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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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 것이 반품과 환불정책이다. 반품과 환불이 손쉽게 이루이진다면 고객들이 구매를 주

하는 경우가 어들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반품과 환불정책을 하게 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고객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on-line 

shopping 시장을 확 한다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Amazon Go

Amazon Go는 기존의 off-line 형태의 상 을 운 하면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다. 상 에서 구매를 하는 고객의 가장 불편한 부분  하나인 계산  과정을 제거하

기 한 시도로 볼 수 있다. 2019년 5월 기  Seattle과 Chicago에 각각 4곳, San Francisco

에 두 곳, New York에 한 곳을 포함하여 총 11곳이 운 되고 있다. Amazon Go에 들어간 고객

은 자신이 구매하려는 물건을 골라서 상 을 그냥 나오면 자동 으로 계산이 되는 시스템이다. 스

마트 폰에 Amazon Go app을 깐 고객만이 사용할 수 있어  고객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가난한 사람들에 한 차별을 만들 수 있다는 법인이 몇 개 주에서 통과

되면서 최근 2019년 5월에 개 한 New York 상 에서는 을 받는 기능을 포함하 다. 

(3) 드론 배달

앞서 배달 서비스의 개선에서도 언 하 지만 배달의 속도를 개선하고 추가 인 배달 방식을 도

모한다는 측면에서 아마존은 드론 배송에 한 특허를 획득하 다. 드론을 통해 고객의 집으로 물

건을 배송하는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한 공기부양선(floating airship)을 하늘의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이로부터 드론이 물건을 배송하는 시스템에 한 특허도 확보하고 있다. 이 경우 공기부

양선을 통해 배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더러 부양선의 이동으로 인해 창고자체의 치를 자유

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장 이 확보되게 된다. 추가 으로 드론을 통해 기차를 충 하는 특허 등 

미래 수요에 한 비도 하고 있다.

(4) Satellite Internet

on-line shopping은 internet 인 라 구축이 제가 되어야 하므로  세계 으로 인터넷 망

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마존은 최근 Project Kuiper를 진행한다고 발표하 다. 

이는 3,236개의 성을 통해 지구 어디에서든 고속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하는 로젝트이다. 

on-line shopping과 cloud service를 제공하는 아마존에게 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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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가 수익확보와 특징

아마존은 미국 on-line shopping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총상거래의 85%가 아

직 off-line shopping(brick-and-mortar stores)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의 잠재 

시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아마존은 AWS(Amazon Web Service)로 cloud service 분야에서 세계 1 를 차지하고 있

다. 2019년 1사분기 기 으로 년 동기에 비해 수익이 41% 증가하여 77억$에 이른다. AWS의 

수익은 아마존 체 수익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1사분기에 22억$의 업이익을 창출

하고 있고 이는 아마존 업이익의 50%에 해당한다. 

아마존이 e-commerce를 시작한 시 에서 경험한 것이 on-line 주문의 수요변동이 크다는 것

이었다. 추수감사 , 성탄 의 경우 엄청난 주문이 몰리다가 다른 시 에는 주문이 감소되는 것을 

당연히 경험하 다. 실제 주문을 처리하기 한 컴퓨터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상당 시간 동

안은 유휴 용량이 많았던 것을 사업기회로 활용하 다. 컴퓨터 용량을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임

해주는 서비스로 AWS를 개발한 것이다. 우선 규모의 경제에 의해 아마존의 경우 투자비를 효

율 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고객들의 수요가 상호 pooling 되는 상으로 인해 정용량 리가 가

능한 것이다. 한 AWS는 아마존의 cash-cow로서 방 한 투자의 원천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한 on-line book 시장으로의 확장과 함께 Amazon Studio를 통해 다양한 컨

텐츠 사업 역에도 진출하고 있다. 이는 Netflix, Sony 등에 한 응 략으로서 수익을 추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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