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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두-텐센트-완다그룹, e-커머스 시장
영향력 확대 위한 O2O 사업 제휴
3사 간 연합의 성공 여부는 온-오프라인 사업 기반의 적절한 조화가 판가름

▶ 중국 대형 유통 전문업체 완다 그룹과 중국의 최대 인터넷 사업자인 텐센트 및 바이두가 연합해 e-커머스 사업 공동
추진을 선언
▶ 3사간 연합은 세계 2위의 중국 e-커머스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중국 시장의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경쟁사 알리바바(Alibaba)를 견제하고 O2O(Online-to-Offline)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
▶ 완다의 오프라인 유통 사업자로서의 지배력과 텐센트 및 바이두의 온라인 장악력의 결합은 중국 e-커머스 시장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직 성장 초기에 있는 O2O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익모델이 부재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 제기

Ⅰ. 바이두-텐센트-완다 그룹, 중국 최대 e-커머스 기업 공동 설립 예정
▒ 중국 최대 인터넷 사업자인 텐센트(Tencent)와 바이두(Baidu)가 중국의 부동산 및 유통 전문
대기업인 달리안 완다 그룹 (The Dalian Wanda Group) 과 e -커머스 전문 기업인 ‘완다

e-커머스(Wanda E-Commerce)’ 설립에 공동 투자
• 3사는 ‘완다 e-커머스’ 설립에 총 50억 위안(약 8,580억 원)을 투자했으며, 완다, 텐센트, 바이두가
각각 70%, 15%, 15% 씩 지분을 보유
• ‘완다 e-커머스’는 ’14년 동안의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및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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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3 사는 완다의 오프라인 유통 사업 기반에 텐센트와 바이두의 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술력을
결합함으로써 중국 최대의 O2O(Online-to-Offline) 기반 e-커머스 플랫폼 구축을 목표
• 완다의 왕 지안린(Wang Jianlin) 회장은 “‘완다 e-커머스’는 제품이 아닌 서비스를 판매하는 e커머스 전문 기업으로, 텐센트와 바이두의 온라인 지배력과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소비 모델을
창조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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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국 최대 오프라인 유통 그룹인 완다는 대형 쇼핑몰 94곳과 백화점 84곳, 호텔 60곳 등을 보유
및 운영 중
• ‘완다 e-커머스’는 완다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제품 관련 결제를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온-오프라인 결합 서비스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
• 완다는 개발된 e-커머스 서비스를 ’14년 내에 107개의 ‘완다 플라자(Wanda Plaza)’ 쇼핑몰에
구축하고, ’15년까지 완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상업 시설로 확대 적용할 계획
• 바이두와 텐센트는 양사의 방대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기반을 토대로 인터넷 결제 시스템 및
빅데이터 서비스, 고객 계정 및 멤버십 시스템 등의 구축을 지원

Ⅱ. e-커머스 시장 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경쟁사 견제를 위한 전략적 제휴
▒ 중국 유통기업인 완다는 e -커머스 합작 기업 설립을 통해 성장가도에 있는 중국 e -커머스
시장으로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
• 중국 시장조사업체 아이리서치(iResearch)에 따르면, ’13년 중국 e-커머스 시장 규모는 약 10조
위 안(약 1,717조 원)에 달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앞으로도 성장세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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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억 1,400만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중국 GDP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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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1분기 중국 e-커머스 시장의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2조 7,000억 위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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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Research(’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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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e-커머스 시장 규모 성장 추이 및 전망(’11~’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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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완다로서는 e-커머스 시장 확대에 따른 매출
및 매장 고객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써 e-커머스 시장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
• 완다는 대규모 온-오프라인 통합 소비 플랫폼 구축을 통해 ’14년 말까지 매장 고객 수가 15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완다 e-커머스’의 동 체(Dong Ce) CEO는 완다 e-커머스 서비스의 멤버십 가입자 수가 ’14
년 말까지 4,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며, ’15년에는 1억 명 이상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
▒ 텐센트와 바이두에게도 이번 합작 투자는 기존 사업 성장 및 신규 사업 확대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
• 텐센트의 경우, 자사 온라인 결제 채널인 텐페이(TenPay)와 웨이신 페이먼트(Weixin Payment)를
‘완다 e-커머스’의 서비스에 연계해 이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완다 e커머스’는 완다가 보유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문1) 을 토대로 영화 및 TV
콘텐츠 제작, 온라인 드라마 IP 라이브러리 등으로 점차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텐센트와
바이두의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 사업과도 연계되는 등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3사는 이번 ‘완다 e-커머스’ 설립을 통해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사상 최대 시가
총액을 기록한 알리바바(Alibaba)에 대한 견제를 강화
• 모바일을 통해 사업 기반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알리바바는 중국 e-커머스 시장의 78.5%를
차지해 텐센트, 바이두 등 동종 업계 사업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 유통 시장까지 확장
• ’14년 1/4분기 알리바바의 총 매출 중 모바일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기준 27.4%에서 1/3
수준으로 확대
• 알리바바는 중국 내 36개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을 운영 중인 인타임 유통 그룹(Intime Retail

Group)의 지분 매입에 6억 9,200만 달러(약 7,298억 원)을 투자하는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14.3)
▒ 이 같은 알리바바의 성장세를 저지하기 위해 텐센트의 경우에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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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시장 입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완다와의 공동 투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

1) 완다는 ’12년 미국의 대형 영화 배급사인 AMC엔터테인먼크(AMC Entertainment)를 26억 달러(약 2조 7,300억 원)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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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에 따르면, 텐센트는 ’14년 들어서만 약 12억 달러(약 1조 2,8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e-커머스 사업에 투자
• 또한 중국 내 2위 e-커머스 사업자 JD닷컴(JD.com)의 지분 가운데 15%를 2억 1,500만 달러(약

2,300억 원)에 매입하고, JD닷컴의 쇼핑 채널을 텐센트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We Chat)’ 앱의
메인 메뉴로 이동시키고 C2C 쇼핑몰 공간을 재정비하는 등 알리바바에 대한 공세를 강화
• 그러나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14년 3월 기준 텐센트의 중국 B2C e-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확장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완다와의 제휴를 추진

Ⅲ. 오프라인-온라인 서비스 연계를 통한 O2O 생태계 구축을 위한 3사 간 연합
▒ 바이두, 텐센트, 완다의 이번 협력은 중국 e-커머스 시장 내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O2O(Online-to-Offline)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
• 중국 시장조사기관 CI컨설팅(CI Consulting)의 슈에 웬웬(Xue Shengwen) 책임 연구원은 O2O
시장은 아직 알리바바가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고 있는 부문이지만 중국 내 시장 가치가 수 조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
▒ O2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 구매 활동이 상호 간, 또는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오프라인 매장의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10년부터 e-커머스 또는 일반 유통업계의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로 부상
• 가장 일반적인 O2O 서비스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대금을 결제하거나 쇼핑 정보를 접하고
오프라인 상점에서 서비스와 물건을 받는 형태
• O2O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획득한 소비자의 관심 및 트렌드 정보, ▲구매 이력과 같은 고객
정보, ▲날씨, 지역 상권과 같은 일반 정보 등 산재되어 있던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할인 정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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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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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통해 고객의 충성도 및 구매를 자극시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유통 부문에서 보다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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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O2O 서비스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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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과 같은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 파워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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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특히 오프라인 유통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모바일 앱 기반의 O2O 서비스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
• 미국 최대 유통 체인 월마트(Walmart)는 ’11년 e-커머스 사업 전개 이후로 O2O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13개 이상의 모바일 앱 및 관련 기술 전문 기업들을 인수
• ’14년에는 제품 검색 기술 개발사인 ‘애드케미Adchemy)’, 요리 레시피 등 모바일 앱 개발사인
‘얌프린트(Yumprint)’, 주변 오프라인 매장 내 의류 아이템을 검색할 수 있는 위치 기반 모바일 앱
개발사 스타일러(Stylr) 등이 월마트의 인수 대상에 포함
• 미국의 또 다른 유통 체인인 타겟(Target)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제품 사진을 통해 매장 내 판매 여부와
선반 위치까지 표시해주는 이미지 검색 기반 모바일 앱 ‘인어스냅(In a Snap)’을 선보임(’14.7)
• 종합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로스컴퍼니(Lowe’s Compaies)는 소비자들이 자사에서 취급하는 제품
및 아이템을 활용해 실내 리모델링을 3D 형태로 구현해 볼 수 있는 아이패드 앱 ‘홀로룸(Holoroom)’
을 출시
▒ 중국에서는 ’ 13 년 이후로 스마트폰의 확산에 힘입어 그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했으며, 향후 e -커머스 시장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부문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
•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13년 중국의 O2O 시장 규모는 1,700억 위안(약 29조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 성장했으며, ’17년까지 20~50% 사이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
• 완다의 왕 지안린 회장은 블룸버그(Bloomberg)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거래, 위치정보, 결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하나로 연계되는 O2O 서비스는 e-커머스 시장의 최대 기회 요인이며, 아직
중국 내 지배적인 O2O 플랫폼이 없다는 점에서 모든 사업자들이 동일한 출발 선상에 있다’고 언급
▒ 특히 현재 중국은 미국과 같이 전국적인 대형 유통체인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기반으로 한 완다의 시장 장악력은 O2O 서비스 사업 전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바이두의 온라인 공동구매 서비스 ‘누오미(Nuomi)’를 비롯한 지도, 위치기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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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텐센트의 결제 플랫폼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결합한다면

3사 간 연합전선이 O2O 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도 충분할 것으로 기대

중국 바이두-텐센트-완다그룹, e-커머스 시장 영향력 확대 위한 O2O 사업 제휴

● 중국 e-커머스 시장 부문 별 시장 규모 증가 전망(’13~’17년)
’13년
대분류

전자상거래
(PC & 모바일)

O2O
(Online-to-Offline)

O2O
(Offline-to-Online)

상세분류

(단위: 백안 위안(조 원))

CAGR
(’13~’17)

전체

1,850,000(317)

4,140,000(710)

22%

PC

1,693,600(290)

3,145,400(540)

17%

모바일

156,400(27)

994,600(171)

59

케이터링(Catering)

66,520(11)

201,700(34)

32%

티켓팅(Ticketing)

45,200(8)

124,000(21)

29%

미용

4,030(0.7)

8,200(1.4)

19%

각종 제품 공동구매

3,570(0.6)

16,200(2.8)

46%

60(0.01)

174,300(29.9)

634%

항공권

131,800(23)

238,100(41)

16%

호텔

48,500(8)

89,700(13)

17%

여행 상품 및 기타

40,100(7)

137,200(23)

36%

온라인 렌탈 서비스

5,460(0.9)

19,900(3.4)

36%

중소기업

5,147,400(884)

12,370,200(2,124)

25%

대기업

2,606,850(448)

4,065,300(698)

12%

9,949(1,708)

21,584(3,764)

21%

QR 코드 및 초음파
기반 서비스

온라인 여행

B2B

’17년

전체 e-커머스 시장 (단위: 십억 위안(조 원))

출처: iResearch(’14.4.14)

▒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중국의 O2O 시장은 성장 초기 단계 2) 로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방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
• 시장조사기관 애널리시스 인터네셔날(Analysys International)의 왕 샤오싱(Wang Xiaoxing)

1.2%에 불과(’14.3)

www.kisa.or.kr

2) 시장조사기관 아이리서치가 발표한 ’13년 기준 중국 e-커머스 사업 부문 별 매출 점유율에 따르면, O2O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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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모델은 기존 e-커머스 및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불과하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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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는 ‘완다 e-커머스’의 수익 모델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광고나 부가 서비스 등에 의존한

인터넷 및 정보보호 동향

참고문헌
1. Bloombeerg, “Wanda Teams Up With Tencent, Baidu to Take on Alibaba Dominance”, 2014.8.29
2. CCTV, “E-commerce accounts for 4.4% of China’s GDP”, 2014.9.20.
3. CCTV, “Wanda, Tencent and Baidu set up joint venture”, 2014.8.30.
4. China Internet Watch, “China E-Commerce Market GMV Hit 9.9 Tn in 2013”, 2014.3.17
4. Finanacial Times, “Baidu and Tencent join Dalian Wanda in $814m China ecommerce deal”, 2014.8.29.
5. Forebs, “Three China Business Powerhouses Team Up To Take On Alibaba, Link Online-Offline Worlds”, 2014.8.29.
6. iResearch, “iResearch Releases China E-commerce Forecast”, 2014.4.14
7. People’s Daily Online, “China’s Wanda teams with Baidu, Tencent to challenge Alibaba”, 2014.8.30.
8. Reuter, “China’s Wanda, Tencent, Baidu to set up $814 million e-commerce company”, 2014.8.29.

Internet & Security Bimonthly

26

9. Quartz, “These men may revolutionize how you shop. There’s a reason they’re all Chinese”, 2014.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