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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오 라인의 장 인 고객방문, 실물 시  체험 구매를 한 상품콘텐츠를 가상공간에 디지

털화로 제작하고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구매욕구와 구매패턴의 변화수용과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O2O수주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오 라인 패턴에 익숙한 카탈로그 책자 심의 사용자경험

을 디지털로 환하여 온라인의 거부감과 불편함을 해소하 고 편리성을 높이기 해 다양한 근 디바이

스환경 제공과 오 라인에서 할 수 없는 동 상에 의한 사용법, 제품 도면 등을 e-카탈로그로 제공하여 성

공 인 매출확 를 창출하도록 설계, 구 하 다.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로 온라인 쇼핑몰 확산이 정 에 

이르고 오 라인과 온라인 간의 역이 무 지면서 O2O 

(Offline to  Online/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신조어처럼 

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오 라인 상거래 시장은 약 

300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약 30조원

으로 오 라인 시장의 10% 수 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온라

인의 한계 인 실물에 한 구매자의 오감충족 부족과 상품

불일치, 물류비용 증가와 반품, 매부진과 재고 으로 

온.오 라인의 매출감소로 기업 경 난을 가져오고 있

다.[5,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 라인의 익숙한 아날로그패턴의 

상품수주 비즈니스 기능을 온라인 디지털화하여 오 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상호 장단 을 보완하는 O2O수

주(受注)시스템을 설계하고, 카탈로그책자에 의한 주문기능을 

e-북으로, 사람에 의한 사용법과 도면 설명을 동 상으로, 단

순 화, 팩스주문을 PC, 패드, 스마트폰으로 주문이 가능하

도록 기능을 만들고 온라인의 거부감을 여 근성을 높이

는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최 한 살리는 목표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2. 련 연구

   국내 많은 온라인기업들은 자체생산이 아닌 구매에 의

한 매와 매장의 미보유로 인한 반품, 재고 으로, 오

라인기업들은 매지역의 한계로 매출부진을 겪고 있다. 

이에 온.오 라인 기업들의 상반된 문제 을 개선하기 

한 O2O 비즈니스시스템 유형과 사례를 분석, 연구하 다.

2.1 온.오 라인 기업들의 문제

  오 라인기업은 기존 업무를 온라인 업무로 진출하기 

해서는 비즈니스 로세스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업무활

동의 가상화 구축을 한 기술, 경험, 업무패턴, 업활동 

등의 환경조성과 이를 지원하는 산시스템 구축과 안정

인 리운 이 주요 문제 이다.

  온라인기업은 단순 이미지와 설명 심의 매로 선택상

품의 실물 불일치, 컴퓨터 해상도에 의한 색상의 불일치, 

상품규격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반품, 재고 , 리비용 

증가로 이익창출이 어렵다.

  온․오 라인의 공통 인 문제 은 쇼핑 트 드의 변화

로 오 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으로 확인하고 직  착용

해 보고 난 후 가격이 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쇼

루 (showrooming) 상과 온라인상에서 상품  가격정

보를 취득하고 실질  구매행 는 오 라인에서 행하는 

역 쇼루 (reverse showrooming) 상으로 소비자들의 쇼

핑 패턴이 격히 바 고 있지만 처방법이 쉽지 않다는 

이다.[9]

2.2 온.오 라인 비지니스유형과 기술요소

  O2O 시스템은 오 라인업체들의 온라인 진출은 쇼루

에 의한 매출 손실을 일 수 있는 채 로 부각되어 수익 

창출 동맹으로 디지털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온라인 마  트 드를 충족할 수 있는 유

연성있는 임을 갖출 수 있다.

  주요 O2O 상거래 기술 요소는 상  내 직  구매, 무료 

쇼핑 아울렛, 웹 리턴 센터, 상품인도 장소, 지불 장소, 

직  공장과 포를 둔 통기업으로 온라인 매를 한 

센터(오 라인 기반으로 온라인을 이용하는 기업)를 들 수 

있다.

O2O는 온라인의 비 면 쇼핑구조에서 오 라인의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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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면 면에 의한 고객의 상품상담, 

결재, 상품인도 등에 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 을 얻게 된다. 고객은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에 의한 

구매채  확보로 기업은 시공간을 넘나드는 온라인 고객

을 상으로 마 과 수주활동을 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로세스가 필요하고 사업성에 한 과감한 실

행 단이 요구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의 새로운 개념인 

O2O마 이 정착화 되고 있다.

O2O 비즈니스 모델에 한 새로운 개념의 정착화는 궁

극 으로 디지털(가상화)  물리  마켓 통합을 목표로 

다른 기술과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 향을 확 해 나갈 것

이다. O2O는 그림 1에서 나타낸 것처럼 기존의 B2B와 B2C

를 통해 구매한 제품이 포장되어 소비자에게 달되었다면 

O2O 소비자들은 기존의 오 라인 서비스를 즐기면서 온라인

의 장 도 활용할 수 있는 이 을 동시에 릴 수 있는 비즈

니스 모델이다. 그림 2는 2013년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된 

O2O 비즈니스 개념도이다. [1, 2]

   

     

2.3 온.오 라인 선진사례

  O2O서비스는 일본에서 시작하여 미국 등 세계 으로 

확산일로에 있고, IT산업의 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국

의 2012년 O2O시장 규모는 986억 8,000만 안이며 년 

비 75.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격히 성장하는 

것을 감안할 때 2015년 국 O2O 시장 규모는 최  4,188

억 5,000만 안에 달할 것으로 망된다.[1,5,6]

  국내 O2O 분야에는 유통분야 1  기업인 롯데그룹도 

롯데닷컴에서 주문하고 오 라인으로 롯데백화 이나 세

일  편의 에서 주문한 상품을 찾아갈 수 있는 서비

스를 운 하고 있으며, 가장 표 인 O2O 서비스는 음

식배달 애 리 이션으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같

은 음식배달 앱을 통해 오 라인 음식 의 음식을 주문하

도록 개해주는 서비스 시장은 10조원 규모로 국내 배달

음식 시장의 10%가 배달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O2O 진출에는 애 , 베스트 바이, 월마트, 홈 디포 

등의 오 라인 기업들이 온라인 구매자를 매장으로 인도

하는 온․오 라인의 서비스 제공으로 창조 인 방법을 구

축하고 있는 반면에 ICT 산업 반에 막 한 향력을 미

치고 있는 구 (Google)과 아마존(Amazon)도 오 라인 매

장을 설립을 진행 에 있으며 구 과 아마존은 오 라인 

매장을 통해 주력 상품들을 매할 계획을 갖고 실행 

에 있다.[4]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오 라인 업무가 강하면 온라인

으로, 온라인 업무가 강하다면 오 라인 업무로 상호보완

 진출은 기업의 수익구조를 획기 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3의 매출채 로 " 자생존"의 O2O마 서비스를 정착

시켜야 한다. 

3. O2O수주시스템 설계

오 라인의 안정  서비스공간을 온라인 환경으로 환하

는 O2O시스템의 핵심은 안정 인 서비스 확보로 하드웨어 

이 화구조 설계와 인쇄 카탈로그의 사용자 경험을 디지털화

로 환하여 온라인에 의한 실시간 콘텐츠정보서비스 설계로 

나 었다. O2O구조에 의한 수주시스템의 온.오 라인 서비

스 역과 세부 모듈, 정보유형은 그림 3과 같다.

3.1 O2O 하드웨어 구조 설계

오 라인의 사  수주업무를 온라인화하는 것은 굉장히 

험한 정책이자 실행으로 기업의 주 매출채  환은 소비

자, 망 서비스업체 등 다양한 물리  논리  장애요인이 항

상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O2O수주시스템에 한 

이 화 설계의 핵심은 시스템의 안정성에 주안 을 두었고, 

외부 침입 방지를 한 방화벽, 트래픽의 과부하 부산을 

한 L4스 치, Web서버와 Was서버, 스토리지의 이 화로 병

목 상과 부분 단 에 의한 시스템 단 포인트를 사 에 차

단하기 한 구조로 설계하 고 각 서버별 서비스 포인트와 

구 기술의 개발환경은 표 1 와 같다.

SVR Service Point Language Function

W

E

B

User Interface

Apache/PHP

Javascript/CSS

MiPlatform 

XML(screen) File

Web Browser

(Customer 

Information 

Screen)

W

A

S
Business Logic

Tomcat/Java/JSP

Spring(framework)

Report Designer

DWR(Ajax)

Orders and 

Customer Service 

Information

O

2

O

Order 

Obtaining 

Manage-ment

JSP/Java script

SQL

Relay Server / 

Order data, 

Customer Service 

Data

D

B

ERP atabase 

Manage-ment

Oracle, SQL, SP, 

Trigger
Enterprise Data

(Table 1)  Service Point of Servers and 

Implementation Technology

3.2 O2O 콘텐츠정보 서비스 설계

  오 라인 카탈로그에서 수록되어 있는 상품은 9개분야 

1,118 메이커에 133,323품목의 상품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기반으로 e-카탈로그를 제작하 다. 

  주요 콘텐츠정보는 타사 차별화를 한 상품 사용설명서의 

동 상정보, 상품 도면정보, 견  산출기능, 원산지  랜

드정보, 신상품정보, 로모션 정보를 시공간을 월한 실시

간 서비스가  다채 ( 화, PC, 스마트폰, 패드, 팩스, 방문 

(Fig. 2) Concept of O2O 

Business

(Fig. 1) Interrelationship in 

O2O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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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uctural Diagram of CTX Order Obtaining System associated with O2O

등)에 의해 지원되도록 설계하 다.[3]

4. O2O수주시스템 구

O2O수주시스템 설계에 따라 O2O시스템의 안정  운 을 

하여 24시간 365일 무 단서비스의 하드웨어 이 화구조를 

구 하 고 오 라인의 카탈로그 사용자 패턴의 불편을 없애

고자 사용자경험을 최 한 살려 온.오 라인의 장 을 융합

한 콘텐츠정보서비스체계를 확보하 다.

4.1 O2O 하드웨어 구

O2O수주시스템 하드웨어 구조는 외부인터넷 역과, 외부 

서비스 역, 내부 서비스 역으로 나 어 각 역별  

장치의 단없는 서비스에 주안 을 두고 장애발생시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Active  Active 구조로 구 하 다.

(Fig. 4)  Physical Configuration of O2O Order 

Obtaining System

4.2 O2O 콘텐츠정보 서비스 구

손에 익숙한 오 라인의 장 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동일 구조, 동일 검색, 동일 활용법을 최

한 살려서 방 한 카탈로그의 콘텐츠를 e-카탈로그로 100% 

동기화로 온라인의 편리성을 최 한 구 하 다. 

(Fig. 7) Contents-based Search of 

Goods(e-Book) 

4.3 O2O 수주정보시스템 구 모듈

  O2O수주시스템의 서  모듈별 서비스 역과 정보유형은 

표 2와 같다.

5.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오 라인의 익숙한 아날로그 패턴의 상

품 수주기능의 비즈니스를 온라인에 디지털화하여 오 라

인과 온라인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상호 장단 을 보완하는 

O2O수주시스템을 설계  구 하여 카탈로그책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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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기능을 e-카탈로그로, 사람에 의한 말로 설명하는 사

용법을 도면과 동 상으로, 단순 화, 팩스주문에서 PC, 

패드, 스마트폰으로 주문이 되도록 설계하고 구축하 다.

  한 온라인의 거부감을 이고 사용자 경험을 최 한 

살리는 목표로 시스템을 설계하여 기존의 온.오 라인의 

장 을 목한 시  트 드의 마 패턴을 극 수용

하여 실질  매출 극 화를 창출하는데 성공하 다.

 본 연구에 의한 O2O시스템 구축의 세부  효과는 매출

지역의 한계  탈피와 온라인의 장 인 매장에 의한 부가

가치창출 즉, 온라인 고객의 매장방문에 의한 다양한 실물

정보와 오 라인 고객의 온라인 주문의 편리성 확보와 고

객의 소비패턴 변화를 수용하 다는 이다. 

  향후 과제는 가상 실을 통한 실시간 마 활동과 상

품의 3차원 이미지 환, 온.오 라인의 장 이 결합된 복

합  소통 심의 O2O시스템 구축과 지원환경 조성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ervice Module Area

Online Offline Information Type

Retrieval of 
goods

Counselling of 
goods e-Book, Catalog, CTX

Transaction Transaction History of orders

Order for 
goods

Order by 
counselling Goods Inventory

Order 
confirmation Order confirmation

Order
Obtaining order

Inventory, Transaction

Providing 
distribution 
inform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Delivery order out 
of cargo

Obtaining order
Delivery out of cargo

Inventory

Picking of goods Delivery out of cargo
Location

Shipping inspection Delivery out of cargo
Shipping inspection

Packing of goods
Delivery BP

Delivery out of cargo
Packing 

Delivery 
classification

Region
Partner classification

Take over 
goods by visit

Take over goods 
by visit

Order
Shipping information

Providing 
distribution 
information 
outside the 
organization

Inspection of 
loaded goods onto 

vehicle

Vehicle , Loaded 
goods

Transport and 
delivery

Moving course of 
vehicle 

Transport and 
delivery

Inspection and 
take over

Customer 
inspection

Order
Take over

Support of sale Support of sale

new goods, discount 
goods, recommend 

goods, seasonal goods, 
information of PB 

goods

(Table 2) Definition of Online/Offline Business 

Service Module, Inform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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