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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에서 중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차별성 연구:
본원적 사업전략에서 전략적 교환관계 극복을 중심으로*

최 병 헌｜공주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중국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2010년 4억 5,700
만 명에 달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23.2%를 점유,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인터
넷 사용자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 중국의 온라인 산업도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중국 기업들이 온라인 검색과 쇼핑, 인스턴트 메신저, 포털(portal), SNS 등에서 다국적기업들을
제치고 중국 온라인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한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검색 부문의 바이두, 전자
상거래의 타오바오, 메신저와 종합 포털의 텅쉰 QQ 세 기업이 중국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
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 기업의 성장과정과 경영추이를 분석하였고, 각 기업 사업 모
델을 도식화하여 주요 특징과 차별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중국 현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 각 기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차별화 요인을 평가하였다. 문
헌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바이두와 타오바오, 텅쉰은 온라인 공간에서 규모의 경제와 운
영의 효율성을 통한 서비스 원가절감 및 현지화된 서비스 제공의 차별화를 동시에 추구하여 좋은 성
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저원가와 품질 차별화의 본원적 사업전략에 내재된 전략적 교환관
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것이다.
주제어: 바이두, 타오바오, 텅쉰 QQ, 중국 온라인 산업, 본원적 사업전략, 온라인 사업모델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신진교수지원 연구비)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32-B0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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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중국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2002년 5,910만 명에서 2005년 1억 명을 돌파하였고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3억 8,400만 명, 4억 5,700만 명에 달했다(第27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
况统计报告, 2011: 13). 이에 따라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도 2002년 4.6%에

서 2010년 34.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제 중국은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23.2%, 아시아 지역 사용자의 55.4%를 점유(第27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
统计报告, 2011: 13),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한 나

라가 되었다. 특히 중국 연해 도시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은 이제 1980년대 이
후에 출생한 중국 청년들, 즉 ‘바링허우(80後) 세대’에게 일상생활의 필수품
이자 보편재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과 함께 중국의 온라인 산
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집단과 온라
인 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배경
은 그러한 접근 필요성의 대두와 같은 맥락에 있으며, 중국 온라인 산업 발
전의 특징으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을 도출할 수 있다.
중국 온라인 산업 발전의 특징은 대략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무선 인터넷이 온라인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휴대
폰을 사용하여 무선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들은 2008년 1억 1,760만 명에서
2009년 2억 3,344만 명으로 늘어났고 2010년에는 3억 273만 명에 달했다
(第25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2010: 13; 第27次中国互联网络发
展状况统计报告, 2011: 15). 중국의 인터넷 사용인구에서 휴대폰 무선 인터

넷 사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60.8%에서 2010년 66.2%로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휴대전화 가입자(복수 가입자 포함)가 2009년 7억 4,721만 명
에서 2010년 8억 5,900만 명으로 급증하고(2010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
公报, 2011: 16), 스마트 폰(smart phone) 사용자도 계속 증가하며 무선 인

터넷은 중국 인터넷 사용자 증가와 온라인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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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둘째, 인터넷 사용자의 저변이 더욱 넓어졌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연령 분포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6%에서 2009년
과 2010년 각각 21.5%, 23.4%로 상승하였다(第27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
统计报告, 2011: 19-20). 40대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9.6%, 10.7%, 12.6%

로 늘어났다. 반면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5.2%에서 2010년
27.3%로 급감했고 20대 비중도 31.5%에서 29.8%로 소폭 하락했다(第27次
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2011: 20). 이는 중국에서 인터넷이 더 이

상 청소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경제력과 지식, 사회적 지위를 갖춘 중장
년층도 온라인 공간에서 적극 활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학생과 전문직,
대기업 종사자 위주였던 인터넷 사용자의 신분이나 직업도 예전보다 더욱 다
양해졌다(第27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2011: 21).
셋째, 온라인 산업의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1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온라인 공간에서 일단 입소문이 나면 사용자가
순식간에 늘어나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중국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중국 최대 인터넷 메신저인 텅쉰(腾讯) QQ에 등록된 계정 숫자
(한 달에 1회 이상 로그인 기준)는 2003년 8,150만 개에서 2007년 3억 개를

돌파하였으며 2010년에는 6억 5,000만 개에 달했다(Tencent Annual
Report 2004, 2005: 7; Tencent Investor Fact Sheet 4Q 2010, 2011: 1-2).

아울러 QQ메신저에 동시 접속한 사용자의 숫자도 2003년 490만 명에서
2010년 3월, 사상 처음 1억 명을 넘어섰다. 텅쉰은 거대한 사용자 규모를 바

탕으로 각종 온라인 사업을 전개, 매출액이 2005년 1억 7,700만 달러에서
2010년 29억 7,667만 달러로 약 17배 늘어났다(Tencent Annual Report
2005, 2006: 3; Tencent Annual Report 2010, 2011: 3). 한편 타오바오(陶
宝), 알리바바(阿里巴巴), 바이두(百度)가 각각 전자상거래 B2C와 C2C,

B2B 및 검색에서 중국 시장점유율 70~80%를 유지하며 국내외 경쟁자들을
1.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는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라고도 하
는데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 제품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이강배 ․ 유성렬, 2008: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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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것도 입소문과 쏠림 현상의 산물이다(Margolis, 2011:
37; 2010年中国网络购物市场研究报告, 2011: 24-26).

마지막으로 온라인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의 약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
다. 현재 중국 기업들은 온라인 산업의 각 부문별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
다. 2009년 현재 중국 내 포털 사이트 점유율에서는 QQ와 신랑(新浪), 163
(网易), 소후(搜狐) 등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중국 기업이었으며, 전자상거

래에서도 타오바오(C2C), 알리바바(B2B), 파이파이(拍拍, C2C) 등 1∼3위
가 모두 중국 기업이었다(China Business Review, 2011: 37). 검색의 절대
강자인 구글(Google)도 중국에서는 바이두와 쏘우쏘우(搜搜)에 밀리는 양상
이고 SNS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이 5위 안에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China Business Review, 2011: 37-38).

중국 온라인 산업에서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본고는 네 가지 특징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징에 주목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을 중국 디지
털 컨텐츠 시장에서 다국적기업의 실패요인, 바꾸어 말하면 중국 기업들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탐구하는데 두었다. 더 나아가 중국 기업의 성공은 인
터넷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 중국인들의 자국 기업에 대한 정서적인 응원
등 우호적인 외부환경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 회사를 유지하
는 방법’, 즉 비즈니스 모델의 상대적인 우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이
에 본고는 중국 온라인 기업 중에서 검색, 쇼핑, 인스턴트 메신저(IM,
Instant Messenger)와 종합 포털에서 각각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바이

두, 타오바오, 텅쉰 등 세 곳을 선정, 사업전략 측면에서 이들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다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을 중심
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첫째, 세 기업의 성장과정과 경영성과 추이는 어떠
하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세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요인, 즉 차
별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중국 사용자들은 각 기업의 서비스에 대해 어
떠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각 기업 비즈니스 모델 차별성과 어떠
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제II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III장에
서는 세 기업의 성장 과정과 경영성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제IV장에서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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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화 작업으로 세 기업 사업 모델을 분석하였고, 세 기업 서비스에 대한 사
용자들의 만족도와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업 모델 분석은 각 기업
연간보고서(Annual Report)와 중국 현지 발행 단행본, 연구보고서 및 현지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사용자 만족도와 인식 분석은 중국 현지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제V장에서는 IV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원
가 전략과 품질 차별화 전략간 교환관계가 상쇄되는 과정을 종합하였고, 중
국 온라인 산업과 기업 발전에서 본 연구 결과가 지니는 함의와 중국 산업과
경제 전반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
1.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비즈니스 모델이란 기업이 조직 내부의 다양한 자원(resources)과 역량
(capabilities)을 적절히 결합하여 고객이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치
(value)’를 창출해내는 방법이나 시스템을 말한다. 다시 말해 비즈니스 모델

은 ‘기업이 돈을 벌어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Magretta, 2002: 91).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은 재화나 서비
스 공급을 위한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서 공급 가격과 비용간 차
이를 벌리거나, 재화나 서비스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공급 가격을 더욱 높임
으로써 가격과 비용 간 차이를 크게 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前者)를 비용 절감을 통한 ‘저원가(cost leadership)’ 사업전략2(business
strategy), 그리고 후자(後者)를 ‘제품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사업

2.

학술적으로 경영전략은 크게 사업전략(business level strategy)과 기업전략(corporate
level strategy)으로 나눌 수 있음. 사업전략이란 기업이 특정한 시장이나 산업에서 경
쟁 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획득하기 위한 기업 활동을 의미함. 반면 기업전략
은 다양한 산업과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획득하기 위해 전사적인 차원에서 기업이 나
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임(Barney and Hesterly, 201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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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라고 하며, 이들 두 전략을 ‘본원적 사업전략(generic business
strategy)’이라고 부른다. 즉 본원적 사업전략이란 기업들이 돈을 벌며 생존

해 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으로서 대부분 산업에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추구하는 전략이다(Barney, 2002: 233).
저원가 전략의 원천은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자원과 역량의 효율적인
활용에 있다. 효율성 향상은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달성, 인적 자원의 경험과 지식, 학습곡선 효과(learning-curve
economies), 원료와 부품 조달의 비용 우위, 생산 설비와 장비의 기술 혁신

을 통해 이루어진다(Barney and Hesterly, 2010: 105-112). 아울러 특정 산
업이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감세, 보조금 지금, 신규진입 억제와 같은 정책
요인도 원가 절감에 중요한 변수이다. 반면 제품 차별화 전략의 원천은 제품
기능의 독특함, 맞춤형 서비스, 제품과 서비스 공급의 타이밍(timing)과 유통
경로, 브랜드 가치, 기업의 사회적 평판 등이다. 결국 저원가 전략은 가격경
쟁력 획득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반면, 제품 차별화 전략은 소비자로 하여금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1은 두

구분
1. 경제적 효과 유형
2. 조직관리 목표

차별화 전략

저원가 전략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

종업원 참여와 창의성
극대화, 권한이양

표준화, 대량생산의
적합성 중시

3. 의사결정 구조

수평적, 분권적

수직적, 중앙 집권적

4. 제품공급 유형

맞춤형, 소비자 선택
권 중시

효율성 극대화, 비용
통제

5. 실행 및 측정방법

CRM, 시장 세분화,
고객 만족도 추이

TQM, JIT, 공정기술
혁신, 불량률 추이

6. 경영 key word

브랜드, 평판, 전통,
좋은 품질, 디자인

가격 경쟁력, 괜찮은
품질, 판매량, 유행

자료: 정동섭 외. 2010. 경영전략. pp. 167-175.
장세진. 2010. 글로벌경쟁시대의 경영전략. pp. 281-293 및 pp. 327-338
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 차별화 전략과 저원가 전략간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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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간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그런데 저원가 전략이 ‘제일 싼 물건’, 또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품질이
나빠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 차별화 전략도 ‘뭔가 다
르기 때문에 비싸야 한다’는 관념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뭔가 다
른 것’이 있으면서도 가격도 저렴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
다. 최근 IT 기술의 혁신과 인터넷을 통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감
소로 차별화와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대량주문생산(mass customization)’
시스템을 실현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장세진, 2010: 245-246).3
구글(Google), e-Bay, 아마존(Amazon), 네이버(Naver), 애플(Apple) 등 IT
기업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그러한 사례를 모든 산업에 적용, 일반화
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기 때문에 경영전략의 전통적인 입장, 즉 두 전략이
서로 교환(trade-off)관계에 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쪽으로 특화하는 것
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4
그런데 중국 IT산업에서 저원가 전략과 차별화 전략간 교환관계를 상쇄시
킨 사례로서 많이 언급되는 기업들이 바로 바이두, 알리바바, 타오바오, 텅쉰
QQ, 신랑, 소후 등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다. 그 중 본 연구가 다루고자하는

바이두, 타오바오(알리바바), 텅쉰 QQ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중국
현지에서는 학술 논문보다 단행본 중심의 성과물들이 훨씬 많다. 특히 바이
두와 알리바바의 성장 과정과 성공 요인을 다룬 단행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 그 이유는 두 기업의 창업자인 리옌홍(李彦宏; Robin Li)과 마윈(马云;
Jack Ma)이 중국 내 온라인 창업 열풍의 창시자이자 중국 온라인 산업 발전

을 이끌어갈 선도자로서 국제적으로도 큰 명성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
3.

결국 가격 경쟁과 같은 출혈경쟁, 즉 레드오션(red ocean)을 지양하고 새로운 산업
발굴이나 기존 산업 경계선의 재구축 등 가치 혁신(value innovation)을 주문하는 블
루오션(blue ocean) 전략도 저원가와 차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임(최병헌, 2010:
187-189). 최근 포터(Porter)도 저원가와 차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있음. 다만 그러한 경우는 일부 특수한 상황에 국한되며 그것도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인 경쟁우위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았음(정동섭 외, 2010:
169).

4.

포터(Porter, 1985)는 저원가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과 제품 차별화를 중시하는 기업
간 조직관리 목표나 철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함(Barney, 2002: 3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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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구글을 이길 수 있었던 원인, 즉 구글의 실패 원인
을 바이두와 비교하면서 접근한 단행본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량청(梁
诚(主编), 2007)의 Google与百度, 우춘무(吴寸木, 2010)의 谷歌不听话
互联网背后的大国角力, 바이홍쥔(柏宏军, 2010)의 听李彦宏说百度经营
之道 등이 대표적인 성과물들이다. 그런데 쟝샤오밍(章晓明, 2010)의 百
度: 互联网时代的搜索神话와 천둥셩(程东升, 2009)의 李彦宏的百度世界

는 구글과 바이두를 비교하기보다 성공요인을 바이두의 독특한 기업 문화와
경영철학 및 내부 역량에서 찾았다. 특히 천둥셩의 단행본은 2011년 6월, 오
유(역)(吴维, 2011) 바이두 이야기란 제목의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
다. 또한 류스잉(저), 이지은(역) 바이두 스토리도 바이두 이야기와 같
은 시기에 국내에 소개된 신간으로 두 권 모두 바이두의 성장 과정과 리옌홍
의 리더십, 경영철학, 내부 역량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타오바오가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세계 최대 C2C,
B2C 기업인 eBay와 중국시장을 놓고 벌인 경쟁에서 이기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모(母)기업 알리바바의 성공요인을 분석하면서 알리바바가 타
오바오를 설립하여 C2C 부문에 진출한 동기와 성장 과정을 다룬 서적들이
많다. 징린보(荆林波(主编), 2009)의 阿里巴巴集团考察: 阿里巴巴业务模式
分析, 량춘샤오 ․ 송페이(梁春晓․宋斐, 2008)의 网商赢天下: 阿里巴巴的商
业新视界가 주요 성과물들이다. 반면 천량(陈亮, 2010)의 网商十年: 新商
业文明序曲와 후쥔(胡军(Alex Hu), 2009)의 eBay 中国实践之启示는

각각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 과정과 현황 및 시기별 특징, 그리고 eBay의
중국 진출 이후 기업 가치사슬의 변화와 거래구조 다변화 및 그 의미를 분석
하였다. 그런데 국내에서 출간된 선웨이펑(저), 김창우(역)(2009)의 마윈웨
이와 Xiaojuan과 Davison(2009)의 “Why eBay Lost to TaoBao in China:
The Global Advantage”는 타오바오에만 초점을 맞추어 타오바오가 중국에

서 eBay의 공세를 물리치고 중국 최고의 C2C, B2C 기업이 된 이유를 분석
하였다.
텅쉰 QQ에 관한 중국 현지 단행본은 바이두나 알리바바, 타오바오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적다. 리량쭝 ․ 징하오제(李良忠 ․ 景皓洁, 2009)의 QQ传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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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표적인 성과물인데 QQ메신저의 탄생부터 종합 포털로 성장하기까지
다각화 전략의 각 사업 단계별 핵심 과제와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해
외 연구 성과물에서도 텅쉰 QQ에 관한 것은 바이두나 타오바오에 비해 많
지 않다. 그나마도 학술 논문의 성격을 띤 글보다는 타임(Time), 비즈니
스위크(Bloomberg Businessweek),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등에 텅쉰의 급부상과 젊은 창업자 마화텅(马化腾; Pony Ma)에 대해 간단
히 소개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바이두에 대한 해외 연구 실적들도 학술 논문보다는 영문 주간지나 일간
지의 분석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역시 바
이두가 구글을 꺾고 중국 최대 검색 엔진으로 성장한 요인에 관한 것이며,
바이두의 국제화와 사업 다각화 전략, 중국 정부의 검열 정책에 대한 바이두
의 대응에 관한 글도 적지 않다. Margolis(2011)의 “Great Wall of Silence,”
Stone과 Einhorn(2010)의 “How Baidu Won China,” 및 Chao와 Fletcher
(2011)의 “China look at Baidu” 등이 주요 성과물이다. 타오바오에 대한

해외 연구들도 타오바오가 eBay와 경쟁에서 승리하며 중국 온라인 쇼핑시장
을 장악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언급한 Xiaojuan과
Davison(2009)의 논문을 비롯하여 Li et al.(2008)의 “Online Consumer to
Consumer Market in China: A Comparative Study of Taobao and eBay,”
Lowther(2008)의 “The Taobao Phenomenon,” 및 Einhorn과 Womack
(2011)의 “eBay Finds a Secret Door to China”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가 있다.
한편 중국인터넷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CNNIC)는 매년 두 번
씩 ‘중국 인터넷과 온라인 산업 발전 현황 통계 보고서(中国互联网络发展状
况统计报告)’를 공표하고 있어, 중국 온라인 산업 전반에 관한 기초적인 통

계 자료를 획득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중국인터넷정보센터는 非정기적으로,
대략 1년에 한 번씩 온라인 쇼핑, 게임, 여가와 여행 등 중국 인터넷 사용자
들의 사용 유형 변화와 그에 따른 온라인 시장 규모에 관한 보고서들도 발표
하고 있어, 각 온라인 사업에 관한 선행연구와 연구주제 발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인터넷정보센터의 보고서들은 학술 논문보다는 현황 분석

74

최병헌

자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바이두, 타오바오, 텅쉰 사례를
동시에 다루면서 각 기업 성공요인을 사업모델의 차별성이라는 학술적 관점
에서 분석한 것은 선행 연구논문의 희소성뿐만 아니라, 중국 온라인 산업과
기업의 급성장이라는 시기적 요인 및 중국인들의 인터넷 사용 유형과 인식에
관한 산업계의 수요 증가라는 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시도라고 하겠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함께 수행하였다. 문헌조사는 제3장과
제4장에서 바이두, 타오바오, 텅쉰 경영성과 추이와 사업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문조사는 문헌조사 결과를 보강하고 각 사업 모델의 차별
화 원천을 도출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본 연구의 흐름도, 즉 연구 진행도는
그림 2와 같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중국 내 대학 네 곳을 직접 방문하여,
각 대학 1∼2학년 재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설문조사 표본 집단으로서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이들이 바이두, 타오바오, 텅쉰의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면서 다양한 온

그림 2. 연구 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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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커뮤니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현지 조사는 두
차례 걸쳐서 실시하였는데 1차 현지 조사는 2011년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랴오닝성 조선족사범학교(3년제 전문대) 한국어과, 안산사범학원(鞍山師範学
院) 국제교육원, 그리고 상하이 푸단대학교(復旦大学) 경제학원을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2차 조사는 2011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칭다오 중국해양대
학 국제교육원과 관리학원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중국 현지에서 배포한 설문지는 총 500부였으며, 랴오닝성 조선족사범학
교와 푸단대학교에는 각각 100부를 배포하였고, 안산사범대학과 중국해양대
학교에는 각각 150부를 배포하였다. 현지에서 직접 회수한 설문지는 총 316
부였으며(회수율 63.2%), 그 중 분석 자료로 활용 가능한 유효설문지는5 272
부였다(유효설문지율 54.4%).6 유효설문지의 여성 응답자는 177명(65%)이었
으며, 남성은 95명(35%)이었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19∼21세가 229명
(84.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설문지 문항 구성과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표 1>), 전체 22문항은 타오
바오와 온라인 판매와 쇼핑에 관한 것 7문항, 바이두와 온라인 검색에 관한
것 7문항, QQ메신저와 QQ포털에 대한 것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목적에 따라 문항을 분류하면 크게 네 부분, 시장 점유율, 성공 요인, 단점
도출, 만족도 평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 제4장 2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도 이들 네 부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답안 표기 유형에서 시장 점유율
과 성공 요인은 2개까지 복수 선택이 가능한 선택형으로, 단점 도출은 非정
형된 자유 기술형이며 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리커드 5점 척도(5 point
Likert type scales)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5.

설문 조사 실시 전에 바이두, 타오바오, 텅쉰 메신저 사용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조
사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총 22문항의 30%(6문항) 이상 표기
가 누락된 것과 불분명한 것, 그리고 특정 기업에 대한 응답 표기가 한쪽으로만 되어
있거나 똑같은 패턴을 보인 설문지들을 유효하지 않은 설문지로 간주하였음.

6.

각 대학별로 회수율과 유효설문지 비율을 살펴보면 안산사범대학 150부 중 회수율
88%(132부), 유효설문지율 78%(117부), 중국해양대학 150부 중 회수율 61%(91부),
유효설문지율 51%(76부)이었음. 또한 요녕성조선족사범학교 100부 중 회수율 59%,
유효설문지율 51%, 푸단대학 100부 중 회수율 34%, 유효설문지율 28%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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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지 문항 구성 및 질문 내용
기업구분 질문 목적
시장
점유율

타오바오

바이두

텅쉰

질문 내용

답안 유형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 포털(B2C, C2C)
10개 중 2개 선택형
중국 최고의 온라인 쇼핑 포털(B2C, C2C)

쇼핑 포털 온라인 쇼핑의 구매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성공요인 타오바오 서비스 중 다른 사이트보다 좋은 것
단점 도출 타오바오 서비스 중 불편한 점이나 단점

8개 중 2개 선택형
자유 기술형

만족도
평가

타오바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
리커드(Likert type)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은 타오바오라는 주장에 대한
5점 척도
평가

시장
점유율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검색 포털
중국 최고의 온라인 검색 포털

검색 포털 온라인 검색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성공 요인 바이두 서비스 중 다른 사이트보다 좋은 것
단점 도출 바이두 서비스 중 불편한 점이나 단점

10개 중 2개 선택형
7개 중 2개 선택형
10개 중 2개 선택형
자유 기술형

만족도
평가

바이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
리커드(Likert type)
중국에서 온라인 검색은 곧 바이두라는 주장에 대
5점 척도
한 평가

시장
점유율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인스턴스 매신저(IM)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종합 포털

5개 중 1개 선택형
6개 중 1개 선택형

온라인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요
IM 성공
인
6개 중 2개 선택형
요인
QQ 메신저가 다른 메신저보다 좋은 점
단점 도출 QQ 메신저 및 포털에서 불편한 점이나 단점
만족도
평가

자유 기술형

QQ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
QQ 포털 사이트에 대한 만족도 수준
리커드(Likert type)
중국에서 온라인 메신저는 곧 QQ라는 주장에 대한
5점 척도
평가

III. 중국 온라인 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바이두, 타오바오
(알리바바), 텅쉰
1. 바이두(百度)
2000년 창업 이후 중국 최고의 인터넷 검색 엔진으로 성장한 바이두는 이

미 구글, 야후(Yahoo)와 함께 세계 3대 검색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 2010년
4분기 현재 바이두는 중국 온라인 검색 접속량(search request volume)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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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바이두 경영성과 추이

(백만 달러,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총액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기타 서비스
영업비용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R&D 투자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이익율

4.9
3.8
1.1
6.0
2.8
2.4
0.8
-1.1
-22.9

14.2
12.9
1.3
12.9
5.0
6.1
1.8
1.3
9.4

39.6
38.1
1.5
35.1
12.8
13.9
8.4
4.4
11.2

107.4
106.2
1.2
73.7
31.5
32.1
10.2
33.7
31.4

239.1
238.7
0.5
164.1
88.5
56.4
19.3
75.0
31.4

468.8
468.2
0.6
308.0
169.4
96.7
42.0
160.8
34.3

645.3
644.9
0.4
412.5
234.5
116.6
61.3
232.9
36.1

1199.3
1198.9
0.3
599.4
325.6
165.0
108.8
599.8
50.0

자료: 바이두 Annual Report 2005~2009 각 호. Baidu News Release, “Baidu Announces
Fourth Quarter and Fiscal Year 2010 Result,” 2011. 1. 3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단, Annual Report 각 호의 경영성과 기본 단위는 1,000위엔(元)이며, 본고에서는 매년 말 공
시 환율을 적용하여 US 달러로 환산하였음)

83.6%를 점유, 2위 구글(11.1%) 3위 쏘쏘(搜搜)의 점유율을 크게 앞질렀으

며 그 격차는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7 세계 인터넷 검색 시장의 68∼
70%를 차지하며,8 세계 최고의 검색 포털로 자리 잡은 구글이 중국에서는

바이두에 막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바이두는 온라인에서 구현
되는 중국어의 구조적 특성과 검색 키워드(key word)의 사회문화적 특성들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른 검색 포털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성공한 것이다(천둥성(저), 오유(역), 2011: 325-326).
창업자 리옌홍(李彦宏; Robin Li)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은 중국어 검색
역량을 바이두의 경쟁우위 원천으로 인식하였고 중국 사용자(users; 用户)들
의 취향과 문화, 정서에 부합하는 검색 결과 제시를 바이두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왔다(柏宏军, 2010: 16-20). 이는 결국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바이두에 대한 중국인 사용자들의 ‘고착 효과(lock-in effect)’9로 이어졌고
7.

2010년 4분기 바이두가 중국의 검색 접속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분기
77.1%에서 6.5% 포인트 증가했지만 구글은 2010년 3분기 연속 하락하였음(赛迪网,
2011.2.15).

8.

2009년 2분기 현재 전세계 온라인 검색 포털 접속량에서 구글은 68.9%를 차지하였
고, 바이두가 6.9%로 야후(6.5%)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음(매일경제신문 국제부 중
국팀, 200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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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바이두 Annual Report 2006~2009 각 호. Baidu News Release, “Baidu Announces
Fourth Quarter and Fiscal Year 2010 Result,” 2011. 1. 3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 바이두 매출 총액 및 영업이익 추이

시장세분화와 목표 소비자 집단을 정확히 도출하기 원하는 광고주들
(customers; 客户)10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다(程东升,
2009: 30-32). 바이두의 경영성과 추이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표 2>).

바이두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연속 적자 상태에 있었으나 2004년
133만 US달러(이하 달러)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로 돌아섰다. 그 후 영

업이익은 2006년 3,369만 달러, 2008년 1억 6,075만 달러로 껑충 뛰어올랐
으며, 2010년에는 6억 달러에 육박하였다. 2010년 매출총액도 12억 달러에
근접, 2004년보다 약 85배 늘어났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바

9.

고착 효과란 사용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서 새로운 제품
이나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전환 비용(switching cost)을 충
분히 상회하기 전까지는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는 속성을 의
미함. 한편 전환 비용이란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계를 단절하고 대체품으로 전환
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심리적, 시간적인 비용임(최재원, 2010: 188).

10.

바이두와 거래하는 광고주(기업)들, 즉 고객 숫자는 2005년 7만 6,000여 개에서
2006년 10만 8,000개, 2007년 21만 4,000개, 2008년 30만 개에 달했으며 2010년에
는 60만 개를 초과하였음(바이두 Annual Report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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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의 매출총액과 영업이익의 연평균증가율(CAGR)은 각각 82.8%,
105.4%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로 대

변되는 영업비용의 연평균증가율은 68.9%에 그쳤다. 특히 2005년 나스닥
(Nasdaq) 시장에 상장된 뒤 2006년 바이두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31.4%

로 전년 대비 20% 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이는 바이두의 고객 기반 확대 및
광고 수주율과 검색 포털 운영의 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이 대폭 향상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3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4년 연속 30%
대에서 강보합세를 나타낸 것이나 2010년 사상 처음 50%에 달한 것도 바이
두 수익 기반의 안정화 및 선순환 구조의 확립과 관련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어 검색 포털로서 지배적인 지위를 꾸준히 지키기 위한 노력은
R&D 투자액 증가 추세에 잘 나타나 있다. 바이두의 R&D 투자액은 2003년
84만 달러에서 2005년 842만 달러로 10배 늘어났고, 2008년에는 4,196만

달러로 치솟았다. 그리고 2010년에는 1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2006∼2010
년 R&D 투자액의 연평균증가율은 80.9%로 같은 기간 매출총액 증가율과
비슷했고 영업비용 증가율보다는 12% 포인트 높았다. 특히 2010년에는 바
이두의 R&D 투자액뿐만 아니라 매출총액과 영업이익이 2009년보다 현격하
게 늘어났는데, 앞으로 바이두가 국내외 경쟁자들의 추격을 효과적으로 따돌
리고 그러한 증가세를 얼마나 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
다.

2. 타오바오(陶宝), 알리바바
타오바오는 2003년 5월, B2B 전자상거래 세계 1위 알리바바(Alibaba.
com)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2009년 말까지 중국 C2C와 B2C 전자상거래 시

장의 약 80%를 장악한 절대 강자로 급성장하였다. 2010년 현재 등록 회원
수가 2억 명이 넘는 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platform)11이 되었다.
타오바오는 중국 온라인 C2C 플랫폼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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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C 플랫폼인 e-Bay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다(荆林波(编), 2009:
77). 즉 거래당사자간 지불보증시스템인 ‘즈푸바오(支付宝)’와 실시간 커뮤

니케이션 도구인 ‘타오바오왕왕(陶宝旺旺)’ 메신저를 내세워 중국 실정에 뭔
가 어울리지 않는 eBay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林
海, 2010).

다만 타오바오는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무료 정책을 계속 고수, 독자적
인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지 않다. 운영자금을 전적으로 모기업 알리바바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단, 모(母)기업 알리바바
의 경영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타오바오의 재무적 역량을 간접적으로나마 가
늠해보았다.12 알리바바는 1999년 중국 항조우에서 설립되었고 2002년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하여, 2005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B2C 부문의 아마존,
C2C 부문의 e-Bay와 함께 B2B 부문의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하였다(荆林
波(编), 2009: 67; 京华时报, 2010.5.4). 사실 알리바바는 기업對기업(B2B)

간 전자상거래 시장을 처음으로 개척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 혁신 기업
이다.
알라바바의 중국 사이트(www.1688.com)와 해외 사이트(www.alibaba.
com) 등록된 기업 수는 2004년 600만 개에서 2006년 1,980만 개, 2009년
4,770만 개로 급증하였고 2010년에는 6,180만 개에 달했다. 2010년 말까지

알리바바에 개설된 상점 수는 해외 170만 개, 중국 680만 개에 달해 상품
구성의 다양성과 방문자 수, 실제 거래량 증가율에서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
다. 알리바바의 2010년 매출액은 8억 4,210만 달러로 2009년보다 43.4% 늘
어났고 영업이익은 2억 3,280만 달러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43.2%에 달했다.
11.

플랫폼(platform)이란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구조, 또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대상에 접근하기 위한 구조물을 의미함. 특히 온
라인에서는 상품 거래나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칭함(최병삼, 2010: 2). 또한 플랫폼은 다양한 만남과 거래가 발생하는 일종의 ‘장
(場)’으로서 플랫폼 전략이란 1) 관련이 있는 여러 그룹들을 ‘장’으로 불러 모아, 2)
관계 형성이나 고객 모집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3) 검색이나 광고 등 운영비용
을 줄여 4) 입소문과 같은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신사업 기반인 에코시스템
(ecosystem), 즉 생태계를 창출하는 것임(히라노 ․ 학주, 2010: 20-21).

12.

단 재무적 관점에서 알리바바와 타오바오 간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은 후속 연구를 통
해 진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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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알리바바(타오바오 母기업) 경영성과 추이

(백만 달러, %)
구분
매출총액
해외시장
중국시장
기타
영업비용
매출원가
판매 및 마케팅 비용
상품개발비
일반관리비
기타 수익(손실)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이익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3.4
n.a
n.a

91.5
n.a
n.a

174.8
127.1
47.7

296.5
212.2
84.3

40.4
7.6

79.4
15.7

32.8

63.7

3.0
7.0

12.1
13.2

142.7
30.4
78.2
13.5
20.5
2.3
34.4
19.7

188.9
38.4
101.0
18.0
31.5
2.7
110.3
37.2

440.3
276.1
160.4
3.8
299.8
58.7
162.4
31.4
47.2
26.8
167.3
38.0

562.2
349.2
205.3
7.7
428.3
77.5
235.6
55.8
59.4
21.8
155.7
27.7

842.1
490.6
287.0
64.5
625.8
141.1
310.7
87.9
86.1
16.5
232.8
27.6

자료: 알리바바 Annual Report 2005~2009 각 호. 알리바바 2010 Earning Release, “Q4 2010
and FY 2010 Financial and Operational Highlights,” 2011. 3. 1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알리바바 Annual Report 2005~2009 각 호. 알리바바 2010 Earning Release, “Q4 2010
and FY 2010 Financial and Operational Highlights,” 2011. 3. 1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 알리바바 매출 총액 및 영업이익 추이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2004년 7%에서 2008년 38%까지 계속 상승했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27% 대로 내려앉았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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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용에서 상품개발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되었
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알리바바 매출액과 영업이
익의 연평균증가율(CAGR) 각각 48.2%, 61.3%로 영업이익의 증가속도가 더
빨랐다(그림 4). 다만 무료 서비스 정책으로 아직 수익기반을 갖지 못한 타
오바오가 알리바바의 영업이익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거의 것은 없으
며, 알리바바 영업비용의 어떤 항목에서 어느 정도의 자금으로 타오바오가
운영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다. 한편 해외와 중국 내수간 매출액 비중은 2006
년 각각 73%, 27%에서 2008년 64%, 36%로 변화, 중국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10년 해외와 중국 매출 비중은 각각 58%, 34%였고, 기타
부문, 즉 일본(www.alibaba.co.jp)과 소량 구매자 전문 퀵(Quick) 서비스
(aliexpress.com) 매출 비중이 7.7%를 차지했다. 해외 바이어와 중국 제조업

자간 거래에 주로 의존하였던 알리바바 수익구조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는 것
이다.

3. 텅쉰(腾讯) QQ
텅쉰(腾讯, 영문명 Tencent)은 1998년 11월 광둥성 션쩐에서 설립되었고
불과 10여년 만에 중국 최대 온라인 포털(portal)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9
년 2월 시작한 온라인 인스턴트 메신저(IM; Instant Messenger), QQ는
2010년 현재 중국 온라인 메신저 시장의 약 76%를 점유하고 있다. QQ메신

저 계정을 보유한 단순 가입자 숫자는 2009년 10억 명을 넘어섰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QQ에 접속하는 적극 사용자(active user)는 2010년 말까지 6억
4,760만 명(해외 가입자 포함)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다. 사실 QQ메신저 사

용자 증가세는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증가 추세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
데, 이는 결국 중국에서 생애 처음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QQ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텅쉰은 거대한 QQ메

신저 가입자를 바탕으로 사업 다각화를 꾸준하게 추진, 2003년 온라인 게임
사이트와 포털(www.qq.com) 사이트를 오픈하였고, 2005년에는 소셜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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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텅쉰(Tencent)의 경영성과 추이

(백만 달러, %)
구분
매출총액
영업비용
매출원가
판매와 마케팅 비용
일반 관리비용
기타 수익(손실)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이익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88.8
48.0
27.7
6.8
13.5
(0.1)
40.6
45.7

138.2
83.9
50.3
13.1
20.5
1.3
55.6
40.2

176.7
125.8
58.2
24.5
43.1
9.1
60.0
34.0

358.8
220.4
104.7
37.6
78.2
10.7
149.1
41.5

523.8
309.1
153.2
40.8
115.2
9.5
224.1
42.8

1,048.7
589.3
318.1
75.9
195.3
16.4
475.8
45.4

1,804.9
942.7
564.3
84.4
294.0
11.3
873.5
48.4

2,976.7
1,530.6
957.6
143.2
429.7
44.5
1,490.6
50.1

자료: 텅쉰 Annual Report 2004~2010 각 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크 서비스(SNS)와 유사한 ‘큐존(Qzone)’을 오픈하였다. 또한 2006년 C2C
플랫폼 ‘파이파이(Paipai)’와 온라인 지불시스템 ‘텐페이(Tenpay)’를 시작하
였고, 2009년에는 검색 엔진 ‘쏘쏘(SoSo)’를 오픈하였다.
QQ메신저 중심의 다각화 전략이 성과를 내면서 텅쉰은 2004년 홍콩 주

식시장에 상장되었고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QQ포털은
중국에서 다른 종합 포털들을 압도하고 있다. 이는 텅쉰의 경영성과 추이에
도 잘 나타나고 있다(<표 4>). 2010년 텅쉰은 매출액은 30억 달러에 육박하
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65%, 2008년 대비 약 3배 늘어난 것이며, 2004년 매
출액의 20배가 넘는 수치이다. 영업이익도 2004년 5,560만 달러에서 2006년
1억 4,910만 달러, 2008년 4억 7,580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0년에

는 14억 9,060만 달러에 달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매출액
과 영업이익의 연평균증가율은 각각 69.7%, 77.8%로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
가 더 빨랐다. 이는 텅쉰의 다양한 온라인 사업 간 시너지 효과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으로 매출액 증가 속도가 영업비용 증가 속도보다 더 빨랐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이익률도 2005년(34%)을 제외하고 2004년부터
40%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2010년에는 50% 수

준에 도달했다(그림 5). 한편 텅쉰의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하는
것은 게임, 오락, 상품 구입 등 인터넷 유료(부가) 서비스(internet value
addede services)로서 2010년 매출액의 78.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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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텅쉰 Annual Report 2005~2010 각 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5. 탕쉰 QQ 매출 총액 및 영업이익 추이

인터넷 부가서비스와 온라인 광고 수익이 각각 13.8%, 7%를 차지하였다. 텅
쉰은 2010년 중국 후룬연구원(胡润研究院)이 선정한 ‘2010년 중국 민영기업
브랜드 가치 10대 기업’ 순위에서도 460억 위엔으로 사상 처음 1위에 올랐
다. 2위는 430억 위엔으로 평가된 바이두였으며, 알리바바는 120억 위엔으로
레노버, 비야디와 함께 공동 8위에 올랐다(中国证券网, 2010).
사실 2010년 텅쉰의 매출액은 약 30억 달러로 바이두(12억 달러)나 알리
바바(8.4억 달러) 매출액 보다 훨씬 많았고, 영업이익에서도 텅쉰은 14.9억
달러도 바이두(6억 달러), 알리바바(2.3억 달러)와 차이가 컸는데, 결과적으
로 이러한 차이가 브랜드 가치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즉 경영성과
나 브랜드 가치만 놓고 본다면 세 기업간 경쟁에서는 일단 텅쉰이 온라인 메
신저와 포털 사이트의 강력한 위상을 발판으로 수익구조 다변화에 성공하면
서, 멀리 앞서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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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비즈니스 모델 분석과 사용자 만족도 조사
1.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바이두, 타오바오, 텅쉰
제IV장에서는 먼저 중국의 3대 온라인 기업, 바이두, 타오바오, 텅쉰의 비
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였다. 도식화 작업을 통해서 이들 기업의 비즈니스 모
델에서 저원가 요인과 차별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각 기업의 수익
원천과 주력 서비스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1) 바이두

바이두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림 6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바이두 비즈
니스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user)와 고객(customer)이 분리되어 있
다는 점이다. 많은 온라인 기업들이 그러하듯이, 바이두도 주요 수익원은 기
업 고객인 광고주들이며, 일반 사용자들은 무료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두의 초기 화면, ‘왕썅(网项)’은 주제어를 통한 종합 검색
창(바이두이샤, 百度一下)이며, 상세 검색, ‘쯔다오(知道)’는 맞춤형 질의응
답 사이트이다. 종합 검색 ‘왕썅’은 구글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검색만을 위한
단출한 주제어 입력창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상세 검색 ‘쯔다오’에서는 사용
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질문과 답변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천

유인(Pull)

잠재적
사용자,
非사용
자 집단

바이두Æ 검색 포털
사용자(User)

광고노출

(네트워크
효과)

광고비용

사용자(User) 정보,지식

고객(광고주)
(구전 효과)

- 상세 검색(知道)
획득

구전 효과

- 종합 검색(網項)

- 배너 광고(新聞)

광고효과, 고객(광고주)

- 검색 광고(知道)

매출증가

자료: 최병헌. 2010. ｢바이두의 블루오션 전략 연구｣. p. 194 재인용.
그림 6. 바이두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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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성(저), 오유(역), 2011: 134-136). 바이두가 중국 최고의 검색 포털로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용자 참여를 통한 지식 ․ 정보 DB의
자생적인 발전구조, ‘쯔다오’이다(章晓明, 2010: 70-73).
2011년 5월 현재, ‘쯔다오’에서 사용자간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결된 문제

는 1억 4천만 개에 달했고, 답변 대기 중인 문제는 290만 개였다. 그리고 답
변이 완료된 문제들은 14개 대주제와 200여 개 소주제로 분류되어 바이두
검색 DB에 축적되었고,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쯔다오 DB에 접속하여 각종
질의응답 결과를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용자들은 검
색 포털로서 바이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네트
워크 효과와 구전(口傳)작용을 통해 사용자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검색 DB의 발전 기반은 더욱 굳건해지는 것이다. 특히 답변
자들은 자신이 게재한 내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답변 건수, 조회 수, 조
회 추천)에 따라 매주 최고의 ‘쯔다오 지식인(知道之星)’으로 선정되면, 전국
적으로 ID와 사진이 노출되는 영예를 누릴 수 있게 한 것도 사용자들의 자
발적인 참여와 충성도를 높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程东升, 2009:
91-93).

한편 바이두 사업 모델의 또 다른 축인, 광고주들은 바이두 ‘왕썅’의 키워
드(key word) 검색광고 및 ‘쯔다오’에서 질의응답을 통한 맞춤형 검색광고
효과에 주목하였다(章晓明, 2010: 37-39). 이는 신랑(sina.com) 소후(sohu.
com) 등 종합 포털에 게시하였던 ‘배너(banner) 광고’와는 다른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제한된 온라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한 노출
위주의 배너광고는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던 반면,
검색 광고는 특정한 니즈(needs)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사용자 집단을 대
상으로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즉 검색 광고는 목표 사용자 집단에 대
한 광고의 타겟팅(targeting)이 가능하며, 키워드나 검색 주제의 다양성만큼
광고 공간이 확대되어 광고 단가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최병헌, 2010:
196). 또한 검색 광고가 P4P 방식13 등의 도입으로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 상

13.

P4P(Pay for Performance) 방식은 광고 효과(실제 클릭 수)에 따라 광고비를 계산하
는 종량제 방식으로 검색광고는 클릭 수에 따른 광고노출량을 배너광고보다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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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도 바이두가 검색 포털이자 뛰어난 온라인 광고 회사
로서 탄탄한 수익 기반을 갖추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2) 타오바오

타오바오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온라인 공간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마켓(open market) 플랫폼’으로서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고 거래 중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타오바오의 운영 자금 조달은
전적으로 母기업 알리바바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알리바바의 창업자이자
CEO인 마윈(马云)의 온라인 오픈마켓에 관한 경영철학과 관련이 깊다. 마

윈은 “온라인 공간에서 상거래는 정해진 틀이 없으며, B2B, B2C, C2C는 모
두 인위적인 구분으로서 향후 5∼10년 내에 이러한 구분이 없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선웨이펑(저), 김창우(역), 2009: 35). 또한 “온라인 거래에서 전
문 판매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상대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오히려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다(선웨이
펑(저), 김창우(역), 2009: 170-173).14
따라서 그림 7에서 타오바오의 수익이 되는 자금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흐름만 나타
날 뿐이다. 타오바오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는 과정에서 타오바오가 관여하는
부분은 크게 돈과 물건의 흐름, 두 가지이다. 아울러 거래 전 매매 당사자 간
의소소통을 담당하는 온라인 메신저, 타오바오왕왕(陶宝旺旺) 및 거래 후 만
족도와 상대방 신용에 대한 상호 평가시스템도 타오바오 플랫폼의 중요한 부
분이다. 무엇보다도 타오바오 플랫폼은 판매자보다는 구매자의 권익을 우선
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구매자가 물건 배송이나 품질, 결제
시스템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유형의 전자상거래든지 결코 성공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陈亮, 2010: 49-50; 선웨이펑(저), 김창

으로 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음(임해진, 2003: 145).

14.

한편 마윈은 타오바오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타오바오 플랫폼을 통해 일반인들
의 창업을 적극 지원,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타오바오에서 매월
3,000위엔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전문 판매자들이 100만 명이 될 때, 그들에 대해서
만 유료화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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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접수 확인
물품 배송

물류 및 배송
시스템

대금 지불 승인

즈푸바오

물품 대금 위탁

온라인 지불
보증 시스템

물품 발송, 배송 위탁
배송비 지불
대금 지급 요청
물품 대금

신용조회
판매자 신용평가

신용조회
신용평가
시스템

구매자 신용평가

구매자

판매자
타오바오
플랫폼

물품 상세 정보 요청,
판매자 대기상태 체크
희망 가격 제시

왕왕 메신저
온라인 인스
턴트 메신저

물품 상세 정보 제공,
구매자 반응 실시간 확인
가격 협상

“실시간 의사소통을
통한 신속한 신뢰형성”

자료: 선웨이펑(저) ․ 김창우(역). 2009. 마윈웨이.
Carol Xiao Juan Ou & Robert M. Davison. 2009. “Why eBay Lost to TaoBao in
China: The Global Advantage.” Communication of the ACM. Vol. 52. No. 1.
CNNIC. 2011. “2010年中国网络购物市场研究报告.” February.
荆林波(主编). 2009. 阿里巴巴集团考察: 阿里巴巴业务模式分析.
胡军(Alex Hu). 2009. eBay 中国实践之启示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그림 7. 타오바오 비즈니스 모델

우(역), 2009: 119). 특히 타오바오 설립 당시 중국의 낙후된 금융 시스템과
물류, 배송업의 수준을 고려할 때, 구매자 신뢰획득이 전자상거래 사업 성공
의 관건이었다. 또한 타오바오에서 구매자들은 판매자들과 ‘왕왕(旺旺) 메신
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구매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다. 왕왕
메신저에서는 판매자들과 대화 가능 여부를 해당 화면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왕왕 메신저를 통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짧은 시간 안에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최근에는 대화가 빈번하고 거래 경험이
많은 가입자들끼리 사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커뮤니티(community)로 발
전할 가능성까지 나타나고 있다(荆林波(编), 2009: 76; 王静 외, 2010).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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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거래 과정 전반에 관한 사후 평가가 내려지게 되
고, 이것이 쌓이면서 ‘신용’이라는 자산을 획득한 파트너와 그렇지 못한 파트
너간 차이가 점점 커진다는 점도 오픈마켓이지만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가 중
요한 이슈가 되게 만들었다(互联网天涯社区, 2009).
무엇보다도 지불보증시스템, 즉 제3자 결제대금예탁회사인 ‘즈푸바오(支付
宝)’를 통해 판매자는 물품 대금을, 구매자는 제대로 된 물품 수령을 보장받

게 되었다. 간단히 설명하면 구매자가 판매자와 협상을 끝내고 물품 대금을
공인된 중개인, 즈푸바오의 가상 계좌에 입금하면 즈푸바오는 판매자에게 입
금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입금 통보를 받은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
자에게 물건을 보내고, 물건을 받은 구매자가 파손 여부를 확인한 뒤 즈푸바
오에게 대금 결제를 요청하면 가상 계좌에 입금된 돈이 판매자에게 지불되는
구조이다(선웨이펑(저), 김창우(역), 2009: 117; 互联网天涯社区, 2009). 타
오바오는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서는 직접 배상하는 제
도를 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 내 많은 물류회사들이 자사의 배송정보
시스템을 즈푸바오와 연동시키도록 유도하여, 구매자들이 실시간으로 배송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제 타오바오의 사업 모델은 C2C 오픈마켓
에서 중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다른 기업들의 교본이 될 정도로 그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荆林波(编), 2009: 76; 中国经济网, 2010).
(3) 텅쉰 QQ

텅쉰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큐큐(QQ)’라고 불리는 인
스턴트 메신저(im.qq.com)의 브랜드 인지도이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인구가
2002년 5,900만 명에서 2010년 4억 5,700만 명으로 급증한 점과 매년 신규

사용자들이 거의 대부분 E-mail과 메신저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선
택지가 바로 ‘QQ’라는 점이다(李良忠 ․ 景皓洁, 2009: 17-18). 그 이유는 그
림 8과 같이 중국 인터넷 사용자간 네트워크 효과 및 QQ 포털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간 시너지(synergy) 효과로 요약할 수 있다(郭全中, 2008; 腾讯科
技, 2010).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인터넷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기존 사용자들 행위(behavior)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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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다각화 전략
오락, 여가
모바일 서비스

네트워크 효과

휴대폰,3G QQ

정보 검색,획득

잠재적 인터넷
사용자 및 非사용자
유인(Pull)

소극적
사용자

적극적
사용자

“구전 효과”

게임 플랫폼, 음악,
영화 다운로드, 연
예, 공연, 동호회

고착 효과

유료,
무료

사용료,
사용자
정보

QQ 메신저 synergy QQ 포털
가입자
(QQ.com)
One stop
서비스 제공

검색(SoSo), 지도,
사진, 동영상 검색,
뉴스, 질의응답
커뮤니케이션

유료(부가)
및 무료
서비스

메신저, 미니 홈피,
SNS, 블로그,
화상통화, E-mail
전자상거래
거래플랫폼(paipai)
지불보증(tenpay),
쇼핑몰, 집단구매

자료: 李良忠 ․ 景皓洁. 2009. QQ传奇. 郭全中. ｢騰訊發展戰略研究｣. 2008. 4. 10.
百度快照. ｢腾讯研究之四: 腾讯战略的 SWOT分析｣. 2011. 1. 2.
텅쉰 Annual Report 2010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
그림 8. 텅쉰 비즈니스 모델

그 과정은 ‘입소문’(구전 효과)과 네트워크 효과로 요약된다. QQ는 중국에
서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린 브랜드이다. QQ메신저는 언제, 어디서나 주변 지
인들, 친구들과 가장 빠르고 꾸준하게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도구로서 분명
한 입지를 확보한 것이다(Choi, 2011: 140-141).
물론 바이두와 타오바오 역시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입
소문의 혜택을 충분히 받은 브랜드이다. 그런데 QQ가 좀 더 다른 점은 메신
저 사용자들이 텅쉰 포털(qq.com)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텅쉰이 QQ메신저에 친숙해진 사용자들을 상대로
‘원 스톱(one stop) 서비스’를 선보이는데 있어서 상대적인 이점을 누린 셈
이다(李良忠 ․ 景皓洁, 2009: 19-20).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자들이
QQ포털에 점점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접속하고, 다른 포털은 좀처럼 방문

하지 않는 ‘고착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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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쉰은 1999년 QQ메신저를 세상에 내놓은 이후, 중국 인터넷정보센터
(CNNIC)가 제시한 온라인 사업의 네 영역, 오락(误乐), 정보획득(信息获
取), 커뮤니케이션(沟通), 전자상거래(交易) 등 모든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

였다. 특히 오락과 여가에서 텅쉰이 중국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게
임 개발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셩다(盛大)와 함께 중국 최대 게임 포털의 양
강(兩强)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15 2011년 5월 현재 텅쉰의 게임 포털
(game.qq.com)에 탑재된 게임 수만 50여 개에 이른다. 텅쉰의 음원 검색 사

이트(music.soso.com)도 국내외 최신 유행가를 포함, 다양한 장르의 음원을
확보하여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腾讯科技, 2010. 3. 30).
사실 텅쉰의 유료(부가) 서비스 수입의 절반 이상은 유선망과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는 오락 ․ 여가 아이템(item)과 관련이 있다(中国产经新闻, 2010. 11.
19).

그 밖에도 2009년 9월 출시한 검색 엔진 ‘쏘쏘(SoSo)’도 1년 만에 중국에
서 구글을 제치고 바이두에 이어 2위로 부상하였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아
바타 꾸미기, ‘QQ秀(show.qq.com)’와 중국판 페이스북(facebook)이라고 할
수 있는 SNS, ‘펑요우(pengyou.com)’ 및 개인 미니홈피이자 블로그, ‘큐존
(qzone.qq.com)’도 중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텅쉰 포

털의 간판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李良忠 ․ 景皓洁, 2009: 73; 凤凰网科技,
2010.11.10). 2006년 3월 출시한 C2C 플랫폼, ‘파이파이(paipai)’도 중국
C2C와 B2C 시장점유율에서 타오바오에 이어 2∼3위권을 형성,16 텅쉰 포

털의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텅쉰은 창업
초기부터 공격적인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젠 중국 온라인 검색과 쇼
핑에서 각각 1위인 바이두와 타오바오를 겨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

2010년 3분기 현재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텅쉰의 점유율은 29%로 1위였고, 셩
다가 18%로 2위였음(凤凰网科技, 2010. 11. 10).

16.

CNNIC가 2011년 2월 발표한, ｢2010年中国网络购物市场研究报告｣, pp. 24-26에
따르면, 2010년 상품 거래액 기준 타오바오는 중국 B2C 부문에서 시장점유율 40.8%
로 1위에 올랐고 징동샹청(京东商城)이 17.6%로 2위, 당당과 쭈오웨는 각각 4.3%,
4.1%로 3위와 4위를 차지했음. C2C 부문에서는 타오바오가 95.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2위 파이파이(4.2%)를 포함, 다른 기업들과 단순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점유
율 차이가 매우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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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사용자들의 만족도와 인식 조사
(1) 시장 점유율 측면

중국 현지 조사 대상자들은 온라인 쇼핑(C2C와 B2C)을 위해 자신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로서 타오바오를 선택하였다. 타오바오의 점유율
은 61.7%였고 그 뒤를 이어 텅쉰의 파이파이(拍拍)가 11.8%, 당당(当当)이
8.7%, 쭈오웨(卓越)가 5.5%였다(<표 5>). 바이두의 오픈마켓, 바이두요우아
(百度有阿)도 4.1%로 5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 다섯 개 포털의 시장점

유율은 91.8% 에 달했다. 반면, 다국적기업 아마존과 eBay의 점유율은 각각
1.7%, 1.0%로 중국에서 존재감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이

사용 경험과는 별도로 중국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온라인 쇼핑 포털에
대한 질문에서도 타오바오는 63.1%로 경쟁자들을 압도하였고, 파이파이
12.7%로 2위, 바이두요우아가 5.7%로 3위에 올랐다.

온라인 검색 포털에 대한 질문에서 사용자들은 바이두를 가장 많이 사용
하는 포털로 지목하였다. 바이두의 점유율은 53.3%로 2위 구글 점유율
(21.3%)의 2.5배에 달했다. 그런데 바이두의 시장점유율은 각종 문헌 조사에

서 2009년까지 점유율이 70%를 넘긴 것이나(최병헌, 2010: 177-178), 본 연
구 제Ⅲ장 서두에서 2010년 4분기 점유율이 83.6%까지 상승한 것과는 차이
가 비교적 컸다. 현지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의견이 다른 검색 포털로 많이
분산된 것이다. 각종 검색 포털을 모아놓은 ‘하오123(Hao123)’의 점유율이
13.5%였고 텅쉰의 검색 엔진 ‘쏘쏘(搜搜)’가 3.3%, ‘고우고우(狗狗)’와 소후

<표 5> 중국 온라인 쇼핑(B2C, C2C) 부문 시장점유율 조사 결과(%)
타오바오 파이파이

61.7

11.8

당당

쭈오웨 바이두요우아 이취 징동샹청 아마존 eBAY

8.7

5.5

4.1

2.2

2.2

1.7

1.0

기타

1.2

<표 6> 중국 온라인 검색 부문 시장점유율 조사 결과(%)
바이두

구글

Hao123

쏘쏘

고우고우

쏘고우

야후

기타

53.5

21.3

13.5

3.3

3.0

2.8

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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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중국 온라인 메신저(Instant Messenger) 부문 시장점유율 조사 결과(%)

QQ

MSN

렌렌왕

야후

기타

84.8

5.6

4.4

0.7

4.4

<표 8> 중국 온라인 종합 포털 부문 시장점유율 조사 결과(%)

QQ

신랑

왕이(163)

소후

야후

기타

49.6

15.8

13.2

9.8

4.9

6.8

(搜狐)의 검색 엔진, ‘쏘고우(搜狗)’가 각각 3.0%, 2.8%로 그 뒤를 이었다
(<표 6>). 바이두와 구글, 하오123의 점유율 합은 88.0%에 달했다. 실제 사

용 여부와 별도로 중국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검색 포털에 대한 질문에
서 바이두 점유율은 57.9%였고, 구글과 하오123의 점유율은 각각 21.0%,
11.7%로 나타났다.

한편 인스턴트 메신저(IM)에 대한 질문에서 QQ 메신저는 사용자들의 압
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QQ메신저 점유율은 84.8%에 달했으며 MSN메신
저, 그리고 SNS를 중심으로 하는 ‘롄롄왕(人人网)’ 메신저가 각각 5.6%,
4.4%로 그 뒤를 이었으나 QQ메신저와 차이가 컸다(<표 7>). 종합 포털에

대한 질문에서 QQ포털 점유율이 49.6%로 가장 높았고, 신랑(新浪)이
15.8%, 왕이(网易, 163) 13.2%, 소후(搜狐)가 9.8%로 4강 구도를 형성하였

다(<표 8>). 이들 네 곳의 점유율은 88.3%에 달했다. QQ포털의 점유율은
50%에 근접하였지만 QQ메신저와 같은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구축하지는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차별화 요인 측면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
들은 물건 품질(37.5%)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판매자의 신용과 물건 가격
이 각각 33.6%, 14.8%로 그 뒤를 이었다(<표 9>). 반면 물품 대금 지불용이
성(5.3%), 배송편의성(4.7%), 보상정책(2.4%)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았
다. 타오바오에 대해 사용자들은 결제대금중계시스템, 즈푸바오(24.7%)를 다
른 경쟁기업들과 가장 차별화된 서비스로 뽑았다. 그리고 타오바오의 신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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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중국 온라인 쇼핑 포털의 성공 요인 조사 결과(%)
품질

판매자 신용

가격

지불 용이성

37.5

33.6

14.8

5.3

배송 편의성 보상정책

4.7

연락 용이성

기타

1.4

0.2

2.4

<표 10> 타오바오의 차별화 요인 조사 결과(%)
즈푸바오 신용평가시스템 가격 수수료 면제 왕왕 메신저 상품구성 현지화

24.7

21.2

15.2

14.5

8.2

품질

기타

6.1

2.3

7.9

<표 11> 온라인 검색 포털의 성공 요인 조사 결과(%)
신뢰도

유용성

검색 편의성

정보량

검색 속도

다른 서비스 연계성

기타

27.3

21.1

19.7

14.9

14.1

2.4

0.4

<표 12> 바이두의 차별화 요인 조사 결과(%)
바이듀이샤 즈다오 백과사전 티에바 스핀

28.8

16.3

13.6

9.1

8.1

MP3

투피엔

뉴스

공간(空間)

기타

7.6

6.6

5.5

1.9

2.5

가시스템(21.2%)과 물건 가격(15.2%), 무료화 정책(14.5%)도 타오바오의 차
별화 요인으로 나타났다(<표 10>).
왕왕메신저와 중국인들의 취향에 적합한 상품 구성에 대한 평가는 각각
8.2%, 7.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온라인 쇼핑에서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것과 타오바오의 물건 품질에 대한 평가는 그 차이가 비교적
컸으며, 이는 타오바오의 물건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서비스에 대한 만
족도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검색 작업에서 사용자들
은 정보에 대한 신뢰도(27.3%)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정보의 유용성
(21.1%), 검색 편의성(19.7%), 정보량(14.9%), 검색 속도(14.1%) 순으로 중

요성이 평가되었다(<표 11>). 사용자들은 바이두의 서비스 중에서 종합검색,
바이두이샤(28.8%), 맞춤형 상세검색, 즈다오(16.3%), 백과사전(13.6%) 순으
로 좋다는 평가를 내렸다(<표 12>). 그 밖에 동호회 검색과 관리, 티에바(贴
吧, 9.1%), 동영상 공유와 검색, 스핀(视频, 8.1%), 음원 검색, MP3(7.6%),

사진이나 이미지 검색, 투피엔(图片, 6.6%)도 바이두의 차별화 요인으로 지
목되었지만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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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9. 온라인 메신저 성공 요인과 QQ 메신저 차별화 요인 조사 결과

인스턴트 메신저(IM)에 대해 사용자들은 메신저의 대중성(31.2%)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유선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25.1%)을 중요하게 여겼다. 접속의 안정성(20.3%)과 접속의 신속
성(15.7%)도 메신저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나 다른 서비스와 연계
성(6.8%)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런데 QQ메신저가 다른 메신저
보다 더 좋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사용자들은 QQ메신저의 대중성(49.3%)
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성(20.9%)을 무료 서비스
(16.1%)보다 더 많이 선택했다(그림 9). 이는 QQ메신저의 강력한 시장지배

력 원천을 QQ포털의 서비스 다양성이나 유용성, 흥미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3) 단점 도출과 차별화 요인의 한계

타오바오, 바이두, 텅쉰 서비스의 불편한 점이나 단점에 대해 사용자들이
기술한 내용들은 <표 13>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전체 유효설문지 중에서
불편한 점이나 단점을 기술한 설문지는 타오바오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두와 텅쉰(메신저와 포털 포함)은 각각 83건, 81건이었다. 이처럼 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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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타오바오, 바이두, 텅쉰 서비스의 불편함 점 및 단점 분석
기업 구분

언급 횟수

비중(%)

타오바오

광고한 물건과 실제 물건(품질) 간 차이
품질 보증 및 A/S 문제
배송시간 지연
유사 상품 간 차이 불분명 및 선택의 어려움
배송비용 부담이 큼
대금 지불방식이 복잡
신용 평가시스템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 문제
판매상과 소통 곤란 및 신뢰 형성이 어려움
물건 반납과정이 복잡

32
26
24
16
13
9
8
6
4

23.2
18.8
17.4
11.6
9.4
6.5
5.8
4.3
2.9

바이두

광고가 많아 단순 광고와 정보 간 구별이 곤란
유용하고 믿을 있는 정보 선택이 어려움
검색 조건(주제어)에 대한 제약 및 규제
해외(영어) 자료 검색 역량 부족
검색 결과에서 유사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시

32
23
11
10
7

38.6
27.7
13.3
12.0
8.4

포털의 유료 서비스 과다
포털에서 개인 자료가 쉽게 누출
메신저 보안 문제(비밀번호, ID 해킹당함)
사용자가 많아 서비스 속도가 점점 저하
광고가 많아 뉴스 보기나 검색이 불편
포털에서 바이러스 감염 경험
국제화 부진(외국인과는 다른 메신저로 소통)

24
19
15
9
6
4
4

29.6
23.5
18.5
11.1
7.4
4.9
4.9

텅쉰

불편한 점 및 단점

바오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사용자가 직
접 수행해야할 작업이 많고 뭔가 잘못되었을 경우 사용자들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검색이나 메신저 등 다른 서비스에 비해 훨씬 더 크
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타오바오에서는 광고한 물건과 실제 물건간 차이(23.2%)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품질 보증이나 A/S가 불편한 것(18.8%)과 배송 시간의 지연
(17.4%)에 대한 내용도 많았다. 바이두에서는 정보와 광고간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광고가 많다는 점(38.6%)과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골라내야할
지 모름(27.7%)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텅쉰에서는 포털에 유료 서비스
너무 많다는 것(29.6%)과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개인 자료가 쉽게 누출된다는
것(23.5%)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QQ메신저의 ID나 비밀번호를 도용당했
던 경험(18.5%)에 대한 것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각 기업 서비스의 단점으
로 지적된 사항은 앞서 언급하였던 각 기업 차별화 요인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타오바오의 경우 결제대금중계시스템, ‘즈푸바오’와 신용평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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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불 용이성과 거래 편의성 및 판매자의 신용 검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판매되는 물건 품질에 대한 적지 않은 불만은 타
오바오가 ‘가격 대비 좋은 품질’이라는 명성을 획득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판
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는(<표 10>) 타오바오 차별화 요인 조사 결과
에서 ‘물건 품질’을 선택한 응답자들이 6.1%에 그쳤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즉 타오바오의 거래시스템이나 수수료 면제 제도, 상품 가격 등과 달리, 물건
품질은 타오바오 차별화 전략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두의 경우(<표 12>) 바이두 차별화 요인 조사 결과에서 종합검색, ‘바
이두이샤’가 검색 편의성과 정보량에서 응답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세검색 ‘즈다오’와 ‘백과사전(百科)’이 정보의 신뢰
성과 유용성에서 바이두의 차별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검색 결과에
서 광고성 정보가 많아, 정보와 광고 간 구별이 어려운 점은 바이두 차별화
의 제약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검색 광고를 통한 고객 저변 확대와 수
익원천 다변화는 바이두 사업 모델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고객
(광고주) 간 이해관계의 충돌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검

색어에 대한 규제와 해외 자료 검색결과에 대한 응답자들의 불만은 바이두가
중국을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
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텅쉰 QQ 메신저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메신저’라는 대
중성이 차별화의 핵심 요인이다. 그림 9에서 응답자들이 온라인 메신저의 성
공요인으로서 대중성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과 텅쉰 QQ의 대중성을 가장
중요한 차별화 요인으로 뽑은 것이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만 응답자
들은 보안 문제를 포함한 메신저 접속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중요하게 여긴
반면, QQ 메신저는 안정성과 신속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점
이 QQ 메신저에 대한 단점과 불편한 점 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한편 QQ메신저와 포털간 연계성이 뛰어난 점도 QQ메신저의 차별화 요인
으로 볼 수 있지만, 응답자들이 타서비스와 연계성을 접속의 안정성이나 신
속성보다 덜 중요하게 여긴 점도 QQ 메신저 차별화 요인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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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세 기업 모두 설문 조사에서 차별화를 제약하는 요인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요인이 각 기업 차별화의 핵심 요인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제약요인은 각 기업이 차별
화의 핵심 요인을 더욱 강화하면서 꾸준히 보완해 가야할 과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뜻이다. 이런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차별화 요인 도출과
단점 도출은 서로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추고 있으며, 다음에 기술할 만족도
평가도 이러한 유기적 관계의 연장선에서 얻은 결과라고 하겠다.
(4) 만족도 평가 측면

각 기업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만족도와 인식을 리커드 5점 척도(매
우 만족(매우 긍정): 5, 만족(긍정): 4, 보통: 3, 불만족(부정): 2, 매우 불만
족(매우 부정): 1)로 조사한 결과는 그림 10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타
오바오 만족도에 대해 사용자들은 ‘만족’ 35.1%, ‘보통’ 52.4%, ‘불만족’
10.3%의 분포를 보였다. 리커드 평균은 3.25였고 표준편차는 0.69이었다. 즉

타오바오에 대한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보통’과 ‘만족’의 중간에서 ‘보통’에
더 가까운 쪽에 위치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은 곧 타오바오다’라
는 의견에 대한 사용자들의 응답은 ‘긍정’ 16.8%, ‘보통’ 42.9%, ‘부정’
35.1%, ‘매우 부정’ 3.7%로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 리커드 평균도 2.77

로 ‘보통’ 이하였으며 표준편차는 0.82로 사용자들 간 의견 차이가 비교적
컸다.
바이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6.8%, ‘만족’ 45.9%, ‘보통’ 41.7%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52.7%에 달했다. 반면 불만족(매우 불만족) 의견은 5.6%
에 그쳤다. 리커드 평균 3.53로 타오바오나 텅쉰 평균보다 높았으며 표준편
차는 0.74였다. 또한 ‘중국에서 온라인 검색은 곧 바이두다’라는 의견에 대해
사용자들은 ‘긍정’ 29.7%, ‘보통’ 35.3%, ‘부정’ 30.9%의 분포를 보여, 긍정
과 부정이 비슷했다. 리커드 평균도 2.97로 보통에 가까웠으며 표준편차는
0.88로 사용자간 의견 차이가 컸다. 텅쉰 QQ 메신저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4.4%, ‘만족’ 44.1%, ‘보통’ 44.4%, ‘불만족’ 5.6%, ‘매우 불만족’
1.5%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사용자의 절반에 가까웠다. 리커드 평균은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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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드 평균값: 3.25
서비스 만족도

타오바오
절대적인 입지
구축에 대한 의견

바이두

텅쉰

표준편차: 0.69

불만: 10.3%, 보통: 52.4%, 만족: 35.1%, 매우 만족: 1.1%

리커드 평균값: 2.77

표준편차: 0.82

매우 부정: 3.7%, 부정: 35.1%, 보통: 42.9%, 긍정: 16.8%

리커드 평균값: 3.53
서비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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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 0.74

불만: 4.5%, 보통: 41.7%, 만족: 45.9%, 매우 만족: 6.8%

리커드 평균값: 2.97

표준편차: 0.88

절대적인 입지
구축에 대한 의견

매우 부정: 2.6%, 부정: 30.9%, 보통: 35.3%, 긍정: 29.7%

QQ 메신저
서비스 만족도

불만: 5.6%, 보통: 44.4%, 만족: 44.1%, 매우 만족: 4.4%

QQ 포털
서비스 만족도

불만: 7.8%, 보통: 53.7%, 만족: 34.4%, 매우 만족: 2.6%

QQ메신저 절대적
입지 구축에 대한
의견

리커드 평균값: 3.44

리커드 평균값: 3.29

리커드 평균값:2.89

표준편차: 0.73

표준편차: 0.71

표준편차: 0.88

부정: 35.2%, 보통: 37.4%, 긍정: 22.2%, 매우 긍정: 3.0%

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0. 타오바오, 바이두, 텅쉰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및 사용자 인식 조사 결과

였고 표준편차는 0.73이었다. ‘중국에서 인스턴트 메신저는 곧 QQ메신저다’
라는 의견에 대해 사용자들은 ‘긍정’ 22.2%, ‘보통’ 37.4%, ‘부정’ 35.2%의
분포를 보여,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것보다 더 많았다.
한편 텅쉰 포털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는 ‘매우 만족’ 2.6%, ‘만족’
34.4%, ‘보통’ 53.7%, ‘불만족’ 7.8%, ‘매우 불만족’ 1.5%로 만족(매우 만

족) 의견이 QQ메신저보다 11.5% 포인트 낮았다. 리커드 평균도 3.29로 QQ
메신저 평균보다 낮았고 표준편차는 0.71로 비슷했다. 종합적으로 사용자 만
족도는 바이두가 가장 높았고 QQ메신저, QQ포털, 타오바오 순이었다. 또한
바이두나 QQ메신저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사용자들이 많았지만 각 서
비스가 중국에서 절대적인 입지를 구축하였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보통이거
나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는 현재 중국 사용자들이
각 서비스에 고착되어 있는 편이지만, 대체재나 경쟁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과거보다 선택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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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함의
IV장 1절 비즈니스 모델 분석과 2절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바이두, 타오바오, 텅쉰 비즈니스 모델의 저원가 요인과 차별화 요인을 도출
하면 그림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각 기업의 차별화 요인을 살펴보
면 바이두는 종합검색, ‘바이두이샤’와 맞춤형 상세검색 ‘즈다오’를 통해 중
국인의 언어습관과 문화에 부합하는 검색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타오바오도 ‘즈푸바오’와 ‘신용평가시스템’ 등 중국인의 상거래 습관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차별화 요인이 되었고, ‘무료화 정책’도 창업
초기부터 타오바오가 중국 시장을 장악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텅쉰은 QQ메신저가 QQ포털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신속하게 대중화
에 성공한 것이 결국 사업 다각화 전략과 네트워크 효과 및 고착 효과 향상
의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였다.
저원가 요인에서 바이두는 검색 역량 강화에 집중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켰고 검색광고를 통해서 광고 단가 인하와 광고 효과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텅쉰은 메신저 가입자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바탕으로 규
모의 경제 효과를 종합 포털 운영의 효율성 향상으로 연결시켰다. 즉 포털의
사업 다각화에서는 범위의 경제(시너지) 효과를, 메신저 가입자 증가에서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한 셈이다. 타오바오의 경우, 알리바바의 자금 지원
으로 현재까지도 원가절감 유인 요인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만 타오바오 거래시스템은 알리바바가 성공했던 B2B 운영 시스템을 상당 부
분 모방한 것이고 타오바오는 향후 부분적인 유료화 정책에 대비, 고객 이탈
방지와 충성 고객 확보를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어 서비스 원가절감 노력은
유료화 정책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바이두, 타오바오, 텅쉰은 온라인 공간에서 두 가지 본원적 사업 전
략, 저원가 전략과 차별화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면서서 ‘중간에 낀 어중간한
상태(stuck in the middle)’에 놓여 있기보다는 두 전략간 교환 관계를 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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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원가 요인

차별화 요인

주력 서비스

바이두

검색 역량(검
색광고 효과)
향상에 집중,
운영의 효율성

중국인 언어
습관과 문화
에 부합한 검
색 결과 제시

검색 서비스
(상세 검색,
종합 검색,
모바일 검색)

타오바오

알리바바의 지
원으로 운영의
효율성 향상,
무료화 정책

중국인 상거래
알리바바의
관습에 적합한 C2C, B2C
전자상거래
운영자금 지원
거래시스템,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 면제

알리바바 Biz
모델의 응용,
향후 B2B와
C2C 통합 대비

텅쉰

가입자 규모를
통한 다각화
시너지 창출,
네트워크 효과

다각화를 통한
one stop 서비
스, 현지화된
포털 기능개발

포털에서 검색
과 쇼핑을 포함
한 중국 최대
플랫폼을 지향

메신저, 포털,
Email, SNS,
게임, 음악,
쇼핑, 동영상

수익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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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배너 광고,
검색 광고)

인터넷 유료
(부가)서비스
(VAS), 모바일
유료 서비스

주요 특징
사용자와 고객
의 분리, 온라
인 플랫폼으로
발전을 모색

주: 각 기업 비즈니즈 모델 관련 문헌 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1. 바이두, 타오바오, 텅쉰 비즈니스 모델의 저원가와 차별화 요인 도출

롭게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온라인 공간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
으로 사용자들을 꾸준히 늘렸고 자신의 강점을 핵심 사업으로 집중 육성, 사
용자들의 충성도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수익 원천의 안정화와 다변화에
성공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중국 온라인 산업에 대한 다국적기업들의 진
출이 가속화되었지만 2010년 현재 각 서비스 영역의 최상위권 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중국 기업이라는 점은 한국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기업들에게 시사
하는 바가 많다.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즉
다국적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와 차별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陈
亮, 2010: 62-63). 게다가 자국 온라인 기업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암묵적인

애국주의가 현지 정서에 부합하는 서비스 창출의 동력이 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吴寸木, 2010: 8-9).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중국 온라인 기업들의 부상
을 모두 설명하기가 매우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산업의
속성상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국 기업 간 경쟁도 무척 치열하고 기
술 혁신속도가 빨라 경쟁구도나 산업구조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타오바오, 바이두, 텅쉰이 중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기업으로 성
장한 원인도 외부환경보다는 각 기업 내부자원과 역량의 우수성에서 찾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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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다.
이제 이들 기업은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새로운 성장 기반을 발굴
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새로운 성장 기반 발굴의 일환으로서 바
이두와 텅쉰은 검색 포털과 종합 포털에서 벗어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
르는 플랫폼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타오바오는 B2B와 C2C, B2C 전영역
에서 개인 창업자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
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大)타오바오 전략’을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淘宝网新闻, 2010.8.27). 전자상거래 중개 역할을 넘어, 창업과 경영 컨설

팅 영역에까지 사업을 확장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타오바오, 바이두, 텅쉰이
자신의 주력 분야를 넘어, 상대방의 영역에서 또는 다른 기업들의 주력 분야
에서도 경쟁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온라인 산업의 발전과 중국 기업의 부상이 중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 네 가지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온
라인과 오프라인 간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디지털 융합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온라인 공간의 신규 진입자나 경쟁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
는 점이다. 둘째, 기업 간 경쟁구도가 복잡해지고 경쟁의 장(場)이 다변화됨
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제휴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경쟁이 과거보
다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셋째, 사업 파트너로서 공급자의 위상이 강화
되고 있으며 기업 생태계 관점에서 다양한 공급자들과 긴밀한 공존, 공생관
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넷째, 서비스와 제품 사용자
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간’ 또는 ‘장(場)’을 만
들고 운영하는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이다.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 ‘기업과 공급자, 기업과 소비자 간 관계에서
‘교섭력(bargaining pow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양자 관계는 이제 수평적 공생 및 협력관계로 변
화되었다. 즉 온라인 산업에서 일반 소비자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업 파트
너가 될 수 있으며,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누구와도 조건만 맞으면 쉽게 파트
너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에서도 소위 ‘웹 2.0 시
대’17가 도래함에 따라 온라인 산업 발전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역할이 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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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즉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집단 지성의 발
현과 자생적인 성장기반 구축이 온라인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부상한 것이
다. 이런 측면에서 바이두와 텅쉰, 타오바오는 비즈니스 파트너 생태계 형성
및 중국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이나 다른 중국 기업들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을 빨리 감지하고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발굴, 실현한 것이다. 그리고 차별화
된 사업 모델의 핵심은 바로 서비스 원가절감과 서비스 현지화 및 차별화 사
이의 전략적 교환 관계의 극복으로 요약된다. 다만 앞으로 중국 온라인 기업
들의 차별화된 사업 모델이 중국을 넘어 해외에서 얼마나 통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투고일자 : 2011-09-18

심사일자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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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ifferentiation of Business Models
of Chinese Firms in Online Space:
Focusing on Trade-off Relation of Generic Business Strategy

Byung Hun Choi
Kongju National University, Business Administration Dept. Assistant Professor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of China reached 457 million in 2010. China has
already become the number one country in terms of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in
the world. It makes up 23.2% of world internet users. The Chinese online industry is
also rapidly growing. Chinese online firms are making great strid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local Chinese firms won the competition against
multinational firms. How were they able to control China’s online space? Which
factor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successful and unique business models? What
were characteristics were unique in their business models?
These are questions this study tries to answer. This study concentrated on three
Chinese online businesses: Baidu, TaoBao, and Tencent QQ. Currently, these three
firms occupy the top positions in the areas of web search, C2C and B2C online
transaction, and online messenger and portal site. First, this study addresses the
management performance trends and the growth engines. Second, their business
models are simplified into diagrams for easier analysis. Third, the three business
model are compared and contrasted. Finally, it conducts a field survey to analyze the
Chinese users’ satisfaction level and brand recognition of each firm.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Baidu, TaoBao, and Tencent QQ have all accomplished not only
service differentiation but have also succeeded in reducing operational cost. They
successfully overcame the trade-off between cost leadership and product
differentiation inherently embedded in a generic business strategy.
Key Words: Baidu, TaoBao, Tencent QQ, China's Online Industry, Generic
Business Strategy, Online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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