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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ssue Summary  

□ Key Summary  

○ 카카오는 모바일 시대를 공략하기 위해 ‘온디맨드(On-Demand)’ 전략을 내세우며 

O2O 서비스들을 강화해왔다. 

- 2015년 10월, 임지훈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경제 활동이 가

능한 온디맨드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는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 온디맨드 서비스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 맞춤형으로 제공하

는 것을 말한다. 

- 콘텐츠나 검색, 게임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도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실물 경제와 연

동이 되는 O2O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전략이었다. 

○ 이후, 카카오는 다양한 O2O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 카카오의 온디맨드 전략의 선두에는 ‘카카오택시’가 있다. 하루 평균 최대 70만건의 콜

을 받고 있으며 출시 후 올해 9월까지 누적 콜 수는 2억건을 넘었다. 

- 지난해 11월부터는 서울시가 출자한 ‘하이엔’과 함께 카카오택시의 고급버전인 ‘카카오

택시 블랙’을 운영하고 있다. 

- 카카오택시 블랙의 콜수는 하루 평균 75만건(3분기 기준)이며 현재 가입자수는 1150만

명을 넘어섰다. 

- 5월에는 ‘카카오드라이버’를 출시했으며 모바일앱 가입자 수는 140만, 기사 가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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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7월에는 미용실 중개 O2O인 ‘카카오헤어샵’을 출시하였다. 카카오톡으로 미용실을 선

택하고 예약,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이다. 

- 가맹점에 가입비 5만원과 월 사용료 2만원, 결제대금 수수료 5%를 받고 있으며 가맹

점 수는 지난 2월 입점 받을 당시 2000곳으로 공개한 바가 있다. 

○ 카카오의 다양한 O2O 서비스는 집객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과도한 마케

팅비용 지출로 인해 수익성에 대한 의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카카오택시는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호출비를 따로 받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 올해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하반기에 카카오택시에서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무료 시승과 같은 B2B 모델 외에는 또렷한 결과물은 없다. 

- 카카오드라이버의 시장 점유율은 10% 정도로 목표치인 20~30%에는 미치지 못하며 

20%의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 카카오헤어샵은 아직은 서비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익화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적

절치 못하며 앞으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 카카오의 3분기 실적 발표에 의하면 음악과 게임과 같은 콘텐츠 매출이 성장을 견인하

고 있는 반면, O2O 사업은 매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카카오는 직접 O2O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

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 11월 1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컨퍼런스 

2016'를 통해 카카오 O2O 전략 수정을 선언하였다. 

- O2O 사업을 축소하고 서비스 본연의 경쟁력 향상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한 맞춤형 광

고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과 의료, 숙박, 수리업, 운송 O2O 사업자들을 카카오 플랫폼 안으로 입점시키고 

이들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제나 정산과 같은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

다. 

- 진행하고 있던 ‘카카오홈클리닝’은 실질적으로 개발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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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내비∙택시 ‘모바일 호출’ 서비스 통신∙IT ‘대격돌’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156 

○ 카카오블랙, 개인택시 대상 고급택시 진출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687 

○ 카카오헤어샵 "공격 마케팅으로 승부"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111002101531033001 

○ 카카오 "O2O 가시적 성과, 만족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2102486612844

408&DCD=A00504 

○ 카카오 ‘O2O’, 플랫폼 중심 ‘전략 大수정’…이번엔 먹힐까?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68273 

○ O2O→플랫폼 선회한 카카오…인공지능, 카톡에 접목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1510223549014 

II. Issue Analysis & Commentary  

○ 전략 수정의 배경 

-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검증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수익성 때문이다. 초기 선점을 위한 

마케팅 비용과 유지하기 위한 운영 비용은 높은 반면,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시장 자체에 대한 검증도 부족하다. O2O 사업자의 대명

사격인 우버와 에어비앤비도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키워온 기존 시장을 자본력으로 장악한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

도 한 몫을 담당했다. 

-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카카오에 공식 항의를 했으며 카카오드라이버가 출시되면

서 대리운전 업체들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하였다. 

- 홈클리닝, 주차, 음식배달 등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난

을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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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주가에도 악영향을 주었다. 올해 초, 주당 12만원을 호가하던 

주가는 현재 8만원 수준으로 주저앉아 있는 상태이다. 

○ 긍정적인 시장 반응 

- ‘잘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이번 카카오의 O2O 전략 수정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 전략을 발표한 뒤인 16일 오전 10시 현재, 카카오의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3900원

(5.13%) 오른 7만9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O2O 시장 전체를 성장시키면서 카카오가 얻을 수 있는 

이익규모도 훨씬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 장원열 신영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톡의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O2O 서비스를 이

용하고 있는 유저에게 신규 서비스 광고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 카카오 O2O 플랫폼의 모습 

- 전략 수정에 대한 시장 반응과 기대감이 있으니 중요한 것은 O2O 플랫폼에 대한 구체

적인 기능과 실행이다. 

- 입점 형태의 O2O 플랫폼이라는 것은 카카오의 수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메신저 기반

의 UX를 유지하며 O2O 사업을 중계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챗봇으로 일차적인 고객 대응을 하고 주문, 평점 확인, 예약, 리뷰, 후기, 결제 등과 같

은 일련의 기능을 공통 콤포넌트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백엔드에서는 비용 정산, 배송, CRM 등이 제공될 것이며 카카오는 입점 수수료를 기본 

수익모델로 생각하는 듯 하다. 

- 다양한 이용 행태를 통해 연계되는 O2O 서비스를 추천해주고 광고비를 사업자에게 요

구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부동산 O2O를 이용한 고객에게 이사 서비스를 연결시켜주

거나 새로운 가구나 가전, 음식 배달등을 추천해주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의 역할 구분과 서로 이질적인 O2O 서비스 사용 행태에서 얼마

만큼 완성도 높은 공통된 기능을 제공해줄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된다. 

○ 가장 큰 경쟁자는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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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으로 전환을 한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생활밀착형으로 카테고리를 좁

혀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네이버이다. 

- 네이버는 쇼핑 O2O 플랫폼인 ‘쇼핑 윈도’에 6천개가 넘는 오프라인 매장이 입점해 있

으며 연내까지 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에 거래액 1000억을 넘어섰다. 

- ‘네이버 원룸’은 스타트업 유레고와 제휴하여 지난해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 지난해 3월부터는 식당, 숙박업소, 전시, 공연, 미용등의 업종에 한해 쉽게 예약을 하고 

네이버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네이버 예약’도 제공 중이다. 

- 사업 현황에 대한 공식자료는 없지만 검색에 의한 수많은 데이터와 파트너쉽을 기반으

로 O2O 사업을 펼치고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이다. 

○ 향후 전망 

- 카카오는 카카오택시 등과 같은 기존 O2O 사업은 유지하기로 했으므로 마케팅비와 운

영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 카카오톡을 통해 접점을 만든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메신저를 기반으로 다양한 O2O 서

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은 UX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검증되지 않은 O2O 시장에서 넓은 카테고리를 공략하려는 카카오의 전략은 특정 카테

고리에 집중하여 플랫폼 영향력을 장악하는 네이버에 비해 여전히 위험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