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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rive success factors of B2C reverse auction business model, a business model 

contributes to the recent innovative practices in e-commerce and service sector. Electronic reverse auction has been 

traditionally used to ensure the procurement convenience and purchasing efficiency in B2B or B2G settings, however, 

e-RA is now expanding its basis toward B2C commerce industry along the huge success of an online e-RA travel service 

provider Priceline.com. Recently, B2C e-RA business model is getting the spotlight in the Korean venture industry with 

a variety of startups in diverse areas.

However, e-RA does not work perfect in all kinds of trade settings. Therefore, we conducted a multiple case study 

to find out the success factors of B2C business model as follows : First, large supplier basis is an important factor 

that constructs a quasi-perfect competition environment. Second, the high online and mobile accessibility or e-

readiness of Korean consumers was also a critical aspect of the success of e-RA. Lastly, e-RA performs best when 

the supplier switching cost is low and the trading occurs infr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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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의 발달을 바탕으로 자상거래 시장이 

성숙하면서, 기존 오 라인 환경에서는 구 이 어

려웠던 새로운 사업 모델이 여럿 출 하 다. 해

외의 그루폰, 국내의 티몬과 쿠팡 등이 주도한 소

셜 커머스(Social Commerce), 그리고 국의 알

리바바가 주도하는 마켓 이스(e-Marketplace) 

모델 등이 표 이다. 이  본 연구에서 다룰 역

경매(Reverse Auction) 사업 모델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어든 두 사업 모델과 달리 한동안 부

진을 면치 못하다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

어 최근 들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역경매는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 는 서비스의 

가격, 수량, 조건 등을 명시하여 경매에 올리면 

매자들이 경쟁 으로 매 조건을 제시하고 구매

자가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매자를 선택하는 

거래방식을 의미한다(Pham et al., 2015).

역경매가 활발하게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인터

넷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게 된 1990년  후반

부터이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역경매 거래 방식을 

통해 구매 조달 비용을 감하고 거래 시간을 단축

시켜 왔다(Jap, 2002; Smart and Harrison, 2003; 

Srivastava, 2012).

역경매 모델은 그 효용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부분 기업 간 거래(B2B) 는 정부의 조달(B2G)을 

심으로만 활용되어 왔다. 실제로 표 인 B2C 

역경매 분야의 선도기업인 미국의 라이스라인

(Priceline.com)을 제외하고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B2C 역경매 모델로 크게 성공을 거둔 사례는 찾아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들어 IT 기술의 속한 발달로 자

상거래 시장이 성숙해지고 사용자들의 기술에 

한 수용력이 높아지면서, 여러 국내 벤처기업들이 

웨딩, 고차, 차량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B2C 

역경매 기반 사업 모델을 통해 시장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  여건과 연구의 필요성에

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부분 B2B 기반

의 역경매 시스템에 집 하거나 공학  차원에서 

역경매 자체의 알고리즘과 시스템 구성, 그리고 

개념  모형 설계 등에 집 하여 왔으며(Carter 

and Stevens, 2007; Foroughi et al., 2008; Parente 

et al., 2004; Talluri et al., 2007) 경 학  

에서 B2C 역경매 사업 모델을 분석한 연구는 아

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 B2B 기반의 역경매와 B2C 기반의 역경매

는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의 연구자들이 B2B 역경매 상황을 가정하여 수행

한 연구 결과를 B2C 역경매 시스템에 그 로 용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에서 B2C 역경

매 사업 모델의 성공 요인에 한 독립 인 연구에 

한 당 성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제 2장에서 

역경매에 련된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를 

우선 살펴본 후, 제 3장에서는 순경매와 역경매의 

서비스 로세스를 분석하고 이러한 거래 방식이 

가지는 경 학  의미를 탐색할 것이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제 4장과 제 5장에서는 B2C 자상거래 

분야를 신하고 있는 기업들에 한 다  사례 연

구를 통해 B2C 역경매 사업 모델의 성공 요인을 

구체 으로 살펴 볼 것이다. 

특히 역경매 사업 모델로 큰 성공을 거둔 표 

기업인 라이스라인과 함께 아이티웨딩, 마이리얼

랜이라는 표 인 국내 B2C 역경매 벤처기업

들의 사례를 비교 연구를 통해 살펴 으로써 후속 

기업들, 투자자들  연구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표이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뿐만 아

니라 B2C 역경매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잠재 인 사업자들에게도 효과

인 시장 선택  성공 인 서비스 설계의 기 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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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선행 연구

2.1 역경매의 개념  효용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등장한 인터넷 경매(In-

ternet Auction)는 인터넷상에서 경매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를 포함한다. 인터넷 경매

는 다수의 구매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일반 경매 방

식인 순경매(Forward Auction), 반 로 다수의 

매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역경매(Reverse Auction), 

그리고 다수의 동일 품목에 해 실시하는 더치 경매

(Dutch Auction)와 구매자와 매자 방 모두가 

가격 상에 여하는 방향 경매(Double Auction) 

등의 거래 형태를 주로 가진다(Oh, 2005; Chang 

and Kim, 2006).

본 연구의 상이 되는 역경매 모델이란, 표  그

로 일반 인 경매 방식과는 정 반 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경매 거래 방식을 의미한다. 구

체 으로는 온라인 기반 실시간 경매거래 시스템을 

통해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한 조건을 명시하여 제출하면, 매자들은 구매

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매 옵션(물품  서비스의 

종류, 가격, 수량 등)들을 제시하고, 그  가장 좋

은 조건을 제시한 매자를 구매자가 선택하게 되

는 거래 방식을 의미한다(Beall et al., 2003).

통상 인 거래와 역경매의 가장 큰 차이 은, 

제품 는 서비스의 최종 가격을 공 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이다. 따라서 제품이나 서

비스의 가격 결정권을 공 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

인 거래 환경에서는, 거래의 주도권 자체를 구

매자가 아닌 공 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

이다. 하지만 역경매의 경우 가격을 포함한 거래 

환경의 결정권을 구매자가 가지게 되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거래 시간  비용 감 등의 효용을 

리기가 용이하다(Emiliani and Stec, 2002).

이에 역경매 개념을 처음 도입한 미국에서는 항

공, 자동차, 화학, 건설, 국방, 자, 유통 산업 등 다

양한 산업 부문에서 역경매 시스템을 구매조달 부

문에서 극 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뿐만 아

니라 공공조달 부문에서도 역경매 시스템을 통해 

산을 감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Ray 

et al., 2011; Wang et al., 2013). 실제로 미국의 연

방조달청은 1997년부터, 국의 경우에는 2003년

부터 정부의 상용제품 구매와 시설 리 계약 등에서 

온라인 기반 역경매 모델을 도입하 다(Kim, 2011).

앞에서도 언 하 듯, 가장 흔히 언 되는 역경매

의 효용은 구매자의 비용 감이다. 미국의 퀘이커 

오츠(Quaker Oats)의 역경매 도입 과정을 사례 연

구 형태로 분석한 Brunelli(2000), 미국의 제과 기업 

Mars의 비용 감 사례를 연구한 Hohner et al.

(2003), 모토로라(Motorola)의 역경매 도입 효과를 

분석한 Metty et al.(2005) 등 다양한 선행 연구가 

역경매의 비용 감 효과를 증명한 바 있다. 이외에도 

역경매의 효용을 구매자와 공 자의 거래 시간 단축 

측면에서 살펴 본 연구 한 존재한다(Jap, 2003).

뿐만 아니라, Manoochehri and Lindsy(2008)

는 역경매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이 증가되고, 자원

이 효율 으로 배분되며, 공 망 풀의 확  등이 

이루어진다고 정리한 바 있다. 그리고 Essig and 

Arnold(2001)은 공 사와 구매사간의 경쟁 인 입찰 

로세스가 자 역경매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는지

를 연구하 으며, Emiliani and Stec(2001), Jap

(2007) 등은 역경매 모델이 공 망의 효율화와 자

원 배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바 있다.

2.2 역경매의 성공 요인

비용 감을 비롯한 역경매의 효용을 근거로 역경

매가 기존의 상거래 로세스를 완 히 체할 것이

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모든 환경에서 역

경매 거래 시스템이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 이

에 역경매가 어떠한 환경에서 성공 으로 도입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역경매 시스템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 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시도되어 왔다.

우선, 많은 연구자들이 자역경매 시스템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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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B2B 기업들의 사례를 실증 으로 분석하여 

역경매의 성공을 한 표 인 선행 요인들을 밝

내었다. 특히 최고경 진의 도입 의지(Carter et al., 

2004),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Procedural Fairness 

and Transparency : Daly and Nath, 2005; Hawkins 

et al., 2010), 그리고 거래 개자와 제품  서비스 

공 자에 한 신뢰(Trust : Jap, 2003; Smeltzer 

and Carr, 2003) 등이 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더불어, 공 자의 수 는 공 자들 간의 경쟁 

수 (Degree of Competition : Aloini et al., 2012; 

Hawkins et al., 2009) 한 역경매의 성공을 한 

요한 변인으로 종종 언 된다. 여러 실증 연구들

이 공 자 수가 늘어날수록 일반 으로 역경매 시

스템의 성과가 향상됨을 증명하 다(Carter et al., 

2004; Kaufmman and Carter, 2004; Jap, 2007).

그리고 Hawkins et al.(2009, 2010)은 공 자들 

간의 경쟁이 완  경쟁 상황에 가까운 환경에서 역경

매가 높은 효과를 낸다고 주장하 다. 특히, Srivastava

(2012)는 최소한 10명 이상의 공 자들이 존재하는 

거래 환경이 마련되어야 역경매를 효과 으로 도입

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한, Amelinckx et al.(2008)는 사례 연구를 통

해 역경매의 성과에 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 으로 분석하 다. Amelinckx et al.(2008)은 

다  사례 분석을 통해 기업의 구매조직이 역경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해 실증 연구를 진행

하 다.

Amelinckx et al.(2008)은 조직  변수(Top mana-

gement support, Organizational commitment)와 

로젝트 변수(Project team e-sourcing expertise, 

Cross-functional team, Procedural fairness), 그

리고 조 변수(Supplier competition, Supplier e-

readiness, Supplier e-sourcing expertise)를 활용

하여 역경매에 련된 선행 변수들을 통합하여 하나

의 개념  모형으로 정리하 으며, 이후 Standaert 

et al.(2015)은 후속 연구를 통해 Amelinckx et al.

(2008)이 세운 모형에 한 가설을 구조방정식 모

형을 통해 검증한 바 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구매자들의 거래 

근성이 높아지면서 B2B나 B2G뿐만 아니라 B2C 

부문에서도 역경매 거래 시스템이 차 연구자들

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선행연구

들은 부분 B2B 환경에서의 공 망 반에 걸친 

구매 조달 에서 역경매를 다루어 왔으며 B2C 

역경매에 해서는 아직까지 거의 학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참고할 만한 선행 연구는 거

의 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 3장의 서비스 로세스 분

석을 통해 B2C 에서 역경매 거래 방식과 순경

매 거래 방식이 각각 구매자와 공 자의 의사 결정

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를 비교 분석함과 동시에 

제 4장과 제 5장의 다  사례 연구를 통해 B2C 역

경매 사업 모델의 실질 인 성공 요인을 탐색하려

고 시도하 다는 에서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3. 역경매의 서비스 로세스

3.1 순경매 시스템의 서비스 로세스

 앞에서도 언 하 듯, 일반 인 경매 시스템은 

매자가 제품을 등록하고 이를 개자가 소비자

에게 공시를 하여 소비자가 정 가격을 입찰하며 

경쟁을 하면, 최고 가격에 낙찰이 되어 매자로부

터 물품을 인도받아 소비자에게 달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통 인 순경매 시스템의 서비스 로세

스를 구체 으로 도식화하면 <Figure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와 함께 구체 으로 순경매 거

래 참여자( 매자, 개자, 소비자) 들을 심으로 

활동 노드, 활동 주체, 그리고 활동 내역 등을 정리

하면 아래 <Table 1>과 같다.

 <Figure 1> Service Process of a Forward A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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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ntity, Activity, and Type of Information in 
a Forward Auction System

Node Entity Activity Type of Information

1 Seller
Item

Registration
Item Description 
Deal Information

2 Auctioneer Bidding Start
Auction Period
and Initial Price

3 Buyer
Suggest

Bidding Price
Bidding Prices

4 Auctioneer
Report

to Registrars
Highest

Bidding Price

5 Seller
Item Release
to Auctioneer

Date and Time
of Item Arrival
to Auctioneer

6 Auctioneer
Item Release
to Buyer

Date and Time
of Item Arrival

to Buyer

7 Buyer
Item Pickup
Confirmation

Time and Date
of Item Pickup

8 Auctioneer
Payment

Confirmation
Payment Receipt

이러한 방식의 순경매 거래의 가장 큰 장 은 매

자와 구매자 모두 여러 번의 입찰 과정을 통해 최 의 

가격결정이 가능해지고 궁극 으로는 양자 모두 이

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 에도 불구

하고 오 라인에서 진행되던 통 인 경매의 경우 

경매 로세스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구매자와 매

자, 랫폼 제공자가 한 자리에 모여야만 한다는 물

리 인 한계가 때문에 쉽게 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1990년  이후로부터는 IT 기술의 발달

로 인해 이러한 제약은 차 극복되어 가고 있다.

물론 온라인 기반 경매 시스템의 경우 구매자와 

매자가 직  면하여 상품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문

제가 발생하거나  지 에 한 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 도 있다(Oh, 2001). 하지만 기본

으로 경매 시스템을 통해 경매에 참여하는 참가자들 

모두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정 인 측면이 존재한다.

3.2 역경매 시스템의 서비스 로세스

반 로, 역경매 시스템의 서비스 로세스와 노

드별 활동 주체와 활동 내역, 그리고 거래되는 정

보에 한 구체 인 내용은 아래 <Figure 2>와 

<Table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게 도식

화된 역경매 시스템 로세스 표를 통해 순경매와 

역경매 시스템의 차이 을 다음과 같이 직 으

로 확인할 수 있다.

먼 , 순경매와 달리 역경매에서는 거래의 시작

을 소비자가 시작하기 때문에 매자와 소비자의 

치가 바 었다. 다음으로, 서비스 로세스를 통

해 달되는 정보의 종류 한 다르다. 특히 노드 

3의 경우 순경매 시스템에서는 소비자가 입찰 가

격을 제시하는 반면, 역경매 시스템에서는 매자

가 입찰 물품  서비스를 제시한다는 에서 근

본 인 차이를 보인다.

 <Figure 2> Service Process of a Reverse Auction 
System

<Table 2> Entity, Activity, and Type of Information 
in a Reverse Auction System

Node Entity Activity Type of Information

1 Buyer
Quote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Price Information

2 Auctioneer Bidding Start
Bidding Information

from Buyer

3 Seller
Suggest 

Bidding Item
Written Estimate

(Quotation)

4 Auctioneer
Report

to Registrars
Bidding Item
Description

5 Buyer
Select Seller 
and Payment

Seller Selection
Confirmation

6 Auctioneer
Report
to Seller

Seller Selection
Confirmation

7 Seller Item Shipment
Bidding Item 
Shipping 

Information

8 Auctioneer
Deal 

Confirmation
Payment Receipt

역경매 서비스 로세스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인 

소비자가 직  물품의 특성과 가격을 설정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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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통해 구매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합

당한 가격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기 때

문에 높은 수 의 심리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흥미로운 은  지불 이 에 역경매 참여

자들 간에 진행되는 역경매 거래 과정이 소비자에

게 일종의 게임과 같은 재미를 선사한다는 것이다.

순경매의 경우 다수의 구매자가 한정된 제품이

나 서비스에 해 입찰을 하는 반면, 역경매는 다

수의 매자가 특정 구매자를 상으로 경쟁을 하

게 된다. 따라서 일반 으로 순경매 하에서는 

기 가격이 낮게 제시된 후 차 가격 수 이 높아

지는 반면, 역경매에서는 소비자가 제시한 기 

가격에서 경쟁에 의해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이 게 소비자들이 거래에서 더 우 를 갖게 되므

로 일반 으로 순경매 시스템에 비해 역경매 시스

템 하에서 최종 거래가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소비자들의 거래 만족도 한 자연

스럽게 높아지게 된다.

4. 사례 연구

앞에서도 서술하 듯, B2C 역경매 모델에 한 

최신의 선행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족한 실증 연구 근거

를 신하여 실제 시장의 최신 사례들을 활용하여 

다  사례 연구 방법론을 채택하 다.

특히 본 연구의 목표인 B2C 역경매 모델의 성

공 요인을 도출하기 해서는 단일연구 사례보다 

객 으로 연구의 가치나 해석의 용이성이 더 높

다고 알려져 있는 다 사례 연구가 합하다고 할 

수 있다(Lee, 1989; Yin, 2003).

본 연구의 상 사례는 재 B2C 역경매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 세 기업으로, 우선 온라인 기반 

B2C 역경매 서비스의 창시자이자 선도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라이스라인(Priceline.com),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 역경매 서비스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웨딩 분야 역경매 업체인 아이티웨딩과 보험 분야

의 역경매 스타트업인 마이리얼 랜을 선정하 다.

다른 국내 사례들의 경우에는 여러 실 인 이

유로 본 연구에는 포함하지 못하 다. 우선 고차 

역경매 사업 모델을 통해 최근 창조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며 주목을 받았던 헤이

딜러는 법 인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된 바 있어 연

구의 상에서 제외하 다.

이외에도 실제로 최근 시장에는 고폰, 소액

출, 세차, 이사 등 다양한 부문에서 B2C 역경매 

기업들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

에서 안정 으로 자리 잡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

웠기에 사례 연구의 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  한 존재한다.

물론 사례 연구의 상으로 선택된 세 기업 사

이에 기업 규모나 매출액, 업력 등이 차이가 크기

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은 사실

이다. 하지만 라이스라인은 B2C 역경매 모델의 

선구자 인 기업이라는 에서, 아이티웨딩은 5년 

넘게 꾸 히 성장하며 성공 으로 국내 시장에 안

착한 B2C 역경매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는 

에서, 그리고 마이리얼 랜은 최근 설립된 여러 

역경매 스타트업 에서 표 인 사례로서 다  

사례 연구에 있어 보완 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본 사례 연구에 필요한 기반 자료는 주

로 온라인상에 공개된 기업 자료, 뉴스 기사, 인터

뷰 자료 등의 다양한 문헌을 통해 수집하 으며, 

수집된 자료는 다 사례연구의 목 에 맞게 재구

성하여 B2C 역경매의 서비스의 성공 요인을 탐색

하고자 시도하 다.

4.1 라이스라인

1996년 3월 설립된 라이스라인은 창기에는 

단순한 온라인 항공기 약 서비스만 제공하 으

나,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렴한 가격을 무기로 

유 들의 호응을 얻어 1998년에는 호텔 약 서비

스로 확장하고, 1999년에는 터카 약 서비스까

지 추가하며 온라인 종합 여행 약 문 서비스

로 성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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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라인은 경쟁사와 달리 역경매 방식을 최

로 여행업에 도입하 다. 구매자가 먼  원하는 

가격과 날짜, 목 지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면 

매자가 역으로 항공권, 호텔 객실, 터카 등을 제

공하여 주는 라이스라인의 역경매 여행 서비스

를 통해 여행자들은 렴한 가격에 원하는 서비스

를 제공받고, 매자들은 효율 으로 재고를 소진

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창출하 다.

특히 항공권이나 호텔 객실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매되지 않은 재고는 곧바로 손해로 이어지

므로, 라이스라인의 역경매 서비스는 매자와 

구매자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켜  수 있는 사업 

모델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이에 2005년 라이스라인의 주가는 1주당 185

달러 지만 5년 뒤인 2010년에는 1주당 약 10,000달

러로 50배 이상 상승하며 최고의 성기를 렸다. 

한 같은 해, 라이스라인은 비행기 티켓 490만

장, 호텔 4,100만 개의 객실 약, 트카 1천만

를 여하 고, 2009년에는 순 수익 4억 8950만 달

러를 기록함으로써 명실상부 최고의 온라인 여행 

역경매 사이트로 입지를 굳혔으며 재도 꾸 한 

성장을 이어 나가고 있다.

라이스라인의 서비스 형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인 여행 사이트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라이스라인이 구매자와 매자 사이의 

거래를 개하며 얻는 수익의 구체 인 형태를 살

펴보면 어떻게 라이스라인의 독특한 역경매 시

스템이 다른 경쟁 여행사들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 거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반

인 온라인 자상거래 개 서비스들과 달리 

라이스라인은 구매자와 매자 모두로부터 항공권

이나 호텔 객실 구매에 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

다. 신에 라이스라인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된 항공권 는 호텔 객실의 최 액 수치를 바

탕으로 구매자가 제시한 가격과 보유한 최 액 

수치 간의 차액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삼고 있다. 

즉, 라이스라인의 수익모델은 미리 상품(항공

권, 호텔 객실)을 구입해 놓고 구매 요청이 있을 

시 지정된 가격으로 매하는 ‘ 매료’, 자사가 보

유하고 있지 않은 상품에 해 공 자와 소비자 

간의 역경매 거래를 주선하여 개 수수료를 획득

하는 ‘ 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라이스라인의 수익 모델을 살펴

보면, 라이스라인의 개료, 매료 등의 수익만 

있을 뿐, 기타 이해 계자의 가치는  창출되

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라이스라인의 고객들은 타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역경매 시스템을 통하여 하나의 ‘게임

(Game)’을 이하는 재미를 느낀다. 즉, 소비자

의 입장에서 최 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

과 직  가격을 책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재

미”, 가격 외에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는 “시간  

간편함” 등의 효용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라이

스라인만의 독특한 모델은 Price your own name 

이라 불리며 학계와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와튼 스쿨의 교수 조나 버거(Berger, 2013)는 

“제품과 서비스에 해 입소문을 내고 싶다면 게

임의 메커니즘을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라이스

라인의 역경매 시스템이 바로 소비자에게 이러한 

재미를 주고, 선택의 간편함을 통한 효용을 으

로써 재구매율, 재방문율 등을 통해 소비자를 확

보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랜드 문 로벌 컨설  기 인 Brand 

Institute의 2003년 연구에 따르면 라이스라인을 

통해 비용 감을 경험한 고객들  70%가 넘는 

사람들이 심리 으로 “무언가에서 승리”했다는 감

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에

서 언 한 역경매 시스템의 “재미” 요소의 효과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라이스라인은 고객들이 항공편과 호텔 

객실을 약하는 방식을 완 히 바꾸어 놓음으로

써 산업 반에 공유 가치를 창출하 다. 구매자들

은 경쟁과 재미 요소와 더불어 렴한 가격의 효

용을 렸으며, 동시에 라이스라인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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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을 통해 다소 랜드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은 소 공 자들이 잠재  구매

자들과의 새로운 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라이스라인의 독특하고 신 인 사업 

모델은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졌다. Cotter 

et al.(2001)는 라이스라인의 역경매 가격정책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다각도로 조망하 으며, Ding 

et al.(2005)는 라이스라인의 역경매 거래방식이 

소비자들의 감정  구매양식에 어떻게 향을 주

는지를 분석하 다.

, Anderson(2008)은 라이스라인 모델이 어

떻게 호텔의 수익성을 최 화하는지에 해 데이

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시도한 바 있으며, 가장 최

근에는 Chen(2012)이 라이스라인의 역경매 가격 

모형을 경제학 으로 분석하며 역경매의 효용을 

주장한 바 있다.

라이스라인은 이후 벤처투자자들에게 수억 달

러의 투자를 받으며 크게 성장하 으며, 재는 

로벌 B2C 역경매 모델을 기반으로 여행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후 미국 내에서도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진 경쟁사 핫와이어(Hotwire)가 등장하

고, 국에서도 라이스라인의 아성을 하려

는 유사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4.2 아이티웨딩

아이티웨딩(IT Wedding)은 Invite Tender Wed-

ding(결혼을 입찰에 부치다)의 약자로 역경매 입

찰 방식의 웨딩 약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소기업이다. 2004년 아트 웨딩이라는 이름으로 처

음 설립된 아이티웨딩은 단순한 웨딩홀 약 서비

스로 시작하 으나, 2010년에 결혼분야의 역경매 

시스템을 최 로 고안하고 해당 서비스에 한 특

허를 출원하면서 본격 으로 역경매 서비스를 시

작하 다. 

재 우리나라의 웨딩 가격은 천차만별이며, 지

나치게 외국에 비하여 높은 액임에 착안하여 소

비자가 가격을 제안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비용 

감 효과를 리고, 아이티 웨딩은 개수수료를 받

는 사업을 제안하 고, 출시 이후 재까지 꾸 히 

매달 이용 고객이 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이를 

이용하는 비 신혼부부에게도 수백 개의 웨딩 업

체를 모두 알아보는 번거로움 없이 한 사이트에서 

모두 고르고 견 을 낼 수 있다는 장 을 제공한다.

아이티웨딩에서 제공하는 역경매 서비스의 로

세스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비 신혼부부가 원하는 상품과 조건을 제시하면, 아

이티 웨딩에 등록된 검증된 업체에서 고객에게 입

찰서 형식의 견 서를 제출하고, 이를 받아본 고객

이 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고 계약을 하는 

형식이다.

구체 으로 웨딩홀 역경매의 경우 식 일자, 희

망 지역, 상 인원, 식 형태, 입찰 마감일 등을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고, 스튜디오, 드 스 여, 

메이크업 등은 해당 항목과 희망 액, 입찰 마감

일 등을 작성하여 등록하며, 혼수와 허니문 역경매

는 여행 시간, 결혼 날짜, 희망 여행지 등을 작성하

여 입찰을 진행한다. 

웨딩홀이나 스튜디오, 드 스 여, 메이크업과 

같은 웨딩 련 상품 역시 비행기, 호텔 등과 같은 

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미사용 재고는 바로 소멸

되어 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찰 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는 렴한 액

으로 결혼식을 비할 수 있다는 장 을, 입찰 업

체에게는 재고 소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 을 가

지고 있다.

이와 같이 아이티웨딩 역시 실속 있는 결혼 비

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특성을 만족시켜, 이와 같은 

넓은 고객층에 근하기를 원하는 결혼 비 업체

들에게 랫폼을 만들어 으로써, 이와 같은 정보

를 공유하는 구성원 체에게 공유 가치를 창출하

고 있다.

아이티웨딩의 사례에서 흥미로운 은, 국내 최

로 결혼 분야에서 B2C 역경매 서비스를 시도하

여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다. 특히 국내 결혼 시

장의 경우 굉장히 정보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이로 



사례 연구를 통한 B2C 역경매 사업 모델의 성공 요인 분석    255

인해 웨딩홀을 비롯하여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

스에 이르기까지 고비용 부담을 소비자가 지는 일

이 빈번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소비자가 

거래의 주도권을 가져 올 수 있는 역경매 거래 방

식은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실제

로 아이티웨딩 계자에 따르면 부분의 고객들

이 높은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 아이티웨딩 서비

스를 찾고 있다고 한다. 

다양한 조건을 소비자가 먼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아이티웨딩 서비스의  다른 강 이다. 특

히 오늘날의 은 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상품 

 서비스에 한 취향은 매우 범 가 넓기 때문

에, 식 일자나 지역과 같은 기본 인 조건 이외

에도 다양한 희망 조건들을 사 에 고려함으로써 

거래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를 들어, 어떤 신혼부부는 화려한 웨딩홀을 선

호할 것이고, 어떤 신혼부부는 교통이 편리한 곳

을, 어떤 신혼부부는 야외에서 티 분 기의 결혼

식을 원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역시 

실내 촬 , 야외 촬 , 스냅 촬  등 선택지가 매우 

다양하며, 드 스 선택 과정 한 마찬가지로 여러 

취향의 선택지가 사 에 고려될 수 있다. 이 듯 

소비자가 먼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맞는 업체로부터 역으로 견 을 받는 역경매 거래 

시스템은,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업체들을 살

펴볼 수 있고 결혼 비 비용과 시간을 약할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하다.

이미 화, 공연, 항공권 등을 인터넷으로 약

하는 것이 익숙한 스마트 세 들은 자연스럽게 결

혼 비 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결혼 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견 부터 약까지 편리하

게 진해할 수 있다는 에서 은 비부부들을 

심으로 아이티웨딩 이용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4.3 마이리얼 랜

마이리얼 랜은 역경매 보험 입찰 서비스를 제

공하는 스타트업으로, 국내 최 로 온라인 역경매

를 통해 보험 거래를 시도한 스타트업이다. 고령

화 사회로의 진입 등의 이유로 보험에 한 수요

는 차 높아지고 있지만, 정보의 비 칭성과 난

해한 약  등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 가입  

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인 업에 의한 스트 스를 

받고 있으며, 지인을 통해 가입을 하게 될 경우 불

이익을 당하더라도 클 임을 걸기 어렵다는  때

문에 보험 산업에 해 부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마이리얼 랜은 이러한 시장의 문제 을 해결하

고 동시에 보험산업을 신하기 해 온라인 기반 

역경매 보험 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마이리얼 랜의 김창균 표는 “ 융공학 

문가, 계리사, 알고리즘 분석가, 핀테크 문가 

등 보험사에서 보험 상품을 만들 때 투입되는 각 

분야의 문가들을 그 로 모아 마이리얼 랜 시

스템을 개발했다”고 이야기하며 보험에 한 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계약에 드는 시간과 거래 

비용, 그리고 보험료를 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 하겠다고 언 한 바 있다. 

구체 인 마이리얼 랜의 서비스 로세스는 다

음과 같다. 먼  이용자가 마이리얼 랜을 통해 원

하는 보험 랜을 요청하면, 매자들 즉 랫폼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이 자유롭게 입찰 경쟁을 시작

한다. 이후 마지막으로 마이리얼 랜의 문 보험 

평가단이 분석을 하여 가장 좋은 보험 3개를 추천

하게 된다.

이 듯 마이리얼 랜이 만든 자체 보험 분석 시

스템은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합한 보험을 추천하며, 특히 각 추천 옵션에 한 

수와 평가단의 최종 코멘트를 함께 제공하여 고

객의 합리 인 선택을 도와주고 있다.

마이리얼 랜의 랫폼 하에서 수많은 보험사와 

설계사 간의 경쟁을 통해 고객들은 최 의 서비스

를 추천받게 되며, 이를 통해 기존에 보험설계사

나 보험비교사이트에서 추천하는 보험을 구매하는 

방식 비 렴하게 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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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 로세스는 자연스

럽게 높은 이용자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해 어렵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이리얼 랜에서는 클

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보험 견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한 거래 과정이라는 소비자 측면에서

의 차별화 포인트 한 요한 서비스의 성공 요

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마이리얼 랜을 통해서 이용자들은 몇 분 만에 

간단히 보험 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기

입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등에 민

감한 오늘날 은 소비자들에게 호응이 좋다. 실제

로 마이리얼 랜 계자에 따르면, 보험이란 상품 

특성 상 40 ～50  고객을 주 타깃으로 생각하고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의외로 재 70% 이상 주요 

고객들이 20 ～30 라고 한다.

사용자들은 마이리얼 랜의 분석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유 상품 내역을 

올리고  마이리얼 랜 소속 보험 문가들의 체계

 분석과 설계 검증을 받아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게 마이리얼 랜은 자사의 랫폼을 통해 보

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차별화된 컨

텐츠를 통해 간 인 효용을 제공함으로써 잠재

인 이용자 층을 넓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4 그 외의 역경매를 이용한 스타트업

앞서 언 한 마이리얼 랜, 아이티웨딩과 같이 

국내에는 역경매 시스템을 활용한 스타트업 기업들

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스타트업

의 특성상 사업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도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 , 역경매를 활용한 ‘돌직구’, ‘벤디츠’, ‘카닥’ 

의 사례도 소개하여 그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먼  돌직구는 사용자가 어느 지역에서 식사를 할 

것인지를 정하고, 시간과 일정을 정한 뒤, 인원과 

액을 어서 내면, 해당 지역에 있는 매장의 주

들이 돌직구 어 리 이션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

한 혜택 등을 추천하는 어 리 이션이며, 돌직구 

어 리 이션은 역경매를 통한 가맹  추천 방법이

라는 특허로 이 역경매 시스템을 등록하 다. 

벤디츠는 이사모아와 웨딩바이미가 합쳐  탄생

된 서비스다. 벤디츠에서는 아이티웨딩에서 제공하

는 결혼 비용과 련된 역경매 외에도 이사모아에

서 원래 제공하던 이사를 계획하는 고객에게 역경

매 랫폼을 제공한다. 특히 고객의 이사 경험의 데

이터를 분석하여 고객들에게 합리 인 가격의 이

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닥은 자동차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 리

이션이다. 일반 으로 정확한 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동차 수리 시장에서 고객들은 그들의 차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사진으로 는다. 이후, 카닥의 

고객들은 이 사진을 카닥에 업로드하게 되면 다양

한 수리업체에서 입찰을 하게 된다. 충분히 입찰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고객은 이  수리 업체를 고를 

수 있으며, 합리 인 가격을 비교해 보고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아이티웨딩, 마이리얼 랜 외에도 카닥, 

벤디츠, 돌직구와 같이 자동차 수리 시장, 이사 시

장, 요식 업계에서도 역경매를 이용한 랫폼을 진

행하고 있다. 다만, 이를 본 연구에서 비  있게 다

루지 않는 이유는, 실질 으로 국내의 역경매 스타

트업은 진출한 사업만 다를 뿐, 역경매의 방식에 

해서는 특별히 다른 스타트업에 비해 독보 인 운

방식을 보이고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한, 

자동차 수리 시장, 이사 시장 등 역경매 시장이 활

성화 되는 곳은 모두 정가(定價)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공통 이 있다. 즉, 정해진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산업군이나 시장이라면 역경매 시스템은 

좋은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5. 사례 비교 연구

본 연구에서는 다  사례를 바탕으로 B2C 기반

의 역경매 시스템의 성공 요인을 개념 으로 도출

하 다. 첫째로, 거 한 공 자 기반이 B2C 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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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서비스의 요한 성공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통 인 B2B, B2G 공 망의 구매 조달 상황에서

는 한정된 숫자의 공 자와 거래하는 것이 일반

이지만, 사례 연구 상 기업들의 경우 모두 게

는 수십 곳, 많게는 수백 곳에 이르는 공 자들과

의 계약을 통해 랫폼의 효용을 극 화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0명 이상의 공 자가 역경매 시스템에 참

여할 경우 효용 수 이 높아진다고 주장한 Alioni 

et al.(2012)와 공 자들의 경쟁 수 이 완  경쟁

에 가까울수록 역경매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언

한 Hawkins et al.(2009)의 선행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역경매 서

비스가 활성화되기 해서는 공 자들의 수  간

에 편차가 크지 않아야 한다. 만약 특정 공 자가 

랫폼 내에서 지배 인 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공 자들의 경쟁 상황이 독과 에 가까워져 소비

자들의 효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공 자들이 무 많을 경우에도 구매자들 

입장에서 선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랫폼 개자가 일종의 허들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련의 기 을 정립하여 일정 수  이상의 공 자

들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 국내 시장 소비자들의 높은 e-business 

근성 한 B2C 역경매 모델의 성공을 견인하고 

있는 요한 요인이다. 2015년 재를 기 으로 

국내 인터넷 보 률은 약 83%이고, 스마트폰 보

률 한 세계 최고 수 이다. 즉, 소비자들 입장

에서 자연스럽게 모바일 기반 자 역경매 랫폼

에 참여할 수 있는 최 의 시장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  반 벤처 붐 때 잠깐 등장하

다 사라진 역경매 사업 모델들은 이러한 환경  

편익을 리지 못한 아쉬운 사례라 할 수 있다. 반

면 재는 모바일 결제 기술  고속 무선통신 기

술의 발달 등을 통해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들의 입장

에서 역경매 서비스에 한 근이 용이해졌다. 

이는 오늘날 역경매 기반 스타트업들에게 유리한  

환경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례 연구를 통해 역경매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해서는 공 자 환비용이 

낮고 거래가 일회성에 가까울수록 유리함을 알 수 

있다. 공 자 환 비용이 높다는 것은, 상 으로 

거래의 주도권이 구매자보다는 공 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렴한 비용을 무기로 하는 역경

매의 효용을 상쇄시키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앞에서 살펴 본 사례 모두 거래

되는 제품/서비스가 독 인 특징을 가지고 있거

나, 장기 이고 략 인 구매자-공 자 계보다

는 일회 인 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아이티웨딩이 B2C 역경매 분야에서 성

공을 거두게 된 데에는 상기 요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 다. 우선, 당시 국내 웨딩업체들 스스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었다는 시장 환경을 

들 수 있다. 아이티웨딩의 새로운 역경매 서비스는 

가격 거품 논란과 만연한 가격 담합으로 신뢰를 

잃은 기존 웨딩업계에 실망한 많은 이용자들을 끌

어들 다.

한 2003년도에 58.8%, 2004년도에 72.2%에 

그쳤던 국내 인터넷 보 률은 2010년 당시 81.6%

를 으며 거의 한계치에 근 하 으며 이러한 IT 

인 라 한 아이티웨딩 서비스의 성공에 요한 

포인트 다고 할 수 있다. 한, 아이티웨딩은 웨딩

분야에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이상 웨딩

업계에서 사업을 하며 공 자들과 가까운 

계를 유지하 다.

즉 아이티웨딩은 온라인 기반 웨딩 역경매 서비

스를 시작하기 에, 웨딩 서비스의 심이라 할 

수 있는 웨딩홀들과 다년간의 신뢰로 맺어진 계

를 갖추고 있었기에 역량 있는 온라인 랫폼 제

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듯, B2C 역경매 

서비스의 흥미로운   하나는 B2C 역경매 서

비스의 핵심은 소비자나 공 자가 아니라 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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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는 개자라는 사실이다. 다만, 결혼 서

비스의 특성상 거래의 양상이 일회 이라는 은 

아이티웨딩의 역경매 시스템이 잘 작동하게 만드

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신규 고

객을 유입시켜야만 하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이 듯 B2C 역경매 서비스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조직이라면, B2C 역경매 서비스가 어떠한 환

경 하에서 그리고 어떠한 선행 요인들을 갖춘 상

태에서 더 효과 인지 반드시 이해해야만 실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라이스라인은 식료품과 가솔린을 역경

매 방식으로 할인 매하기 해 자회사 웹하우스

를 설립하 으나 실패를 경험하 으며 (Rust and 

Eisenmann, 2000), 이는 라이스라인의 주 역

인 여행 상품과 달리 사람들이 일상용품을 놓고 

흥정을 하는 것은 싫어한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잘못된 사업 모델을 설계한 것이 실패의 원

인으로 분석되었다(Magretta, 2002).

한, 공 자들이 단순히 계약을 따기 해서 낮

은 비용으로 계약을 수주한 후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 하면서 소비자의 효용을 오히려 하

시키는 소  Winner’s Curse 문제의 발생 가능성

도 존재한다(Smeltzer and Carr, 2003).

특히 탄탄하고 장기 인 구매자-공 자 계가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운용한다면 역경매보다

는 략  제휴 는 트 십 형태의 거래 계

가 바람직할 수 있다. 역경매의 표 인 효용이

라 할 수 있는 비용 감과 거래 시간 감 모두 

구매자 차원의 편익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역경매가 공 자에게는 부정 인 결과를 가져다 

 수도 있기 때문이다(Pearcy et al., 2007).

한, 역경매 랫폼에 참여하는 공 자들 입장

에서는 경쟁자들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거래성사여

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 의 불확실성과 험도

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에서도 역경매 거래 방식

의 한계 을 발견할 수 있다.

사례 연구를 통해 탐색한 상기와 같은 역경매 

시스템의 잠재  성공 요인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서비스 설계 단계부

터 고려한다면 B2C 역경매 사업 모델을 성공 으

로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3> Success Factors of a B2C Reverse 
Auction Business Model

Success 

Factors

Large Supplier Basis

Low Variance between Suppliers

High e-business Accessibility

Low Supplier Switching Cost

Infrequency in Trading

6. 결  론

인터넷  모바일 기술  인 라의 발달로 인

해 자상거래 분야는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변화

를 겪고 있다. 온라인 기반 거래는 기존 거래 방식 

비 효율성, 근성 측면에서 훨씬 우월하 기에 

오늘날 부분의 이용자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구

매하는 것을 차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기반 상거래 환경에서 새

롭게 등장한 사업 모델  하나인 자역경매(Elec-

tronic Reverse Auction : e-RA)을 주된 연구의 

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역경매는 일반 인 거래 

방식에 비해 낮은 비용이라는 확실한 강 을 기반

으로 B2B, B2G 구매조달 분야에 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역경매의 효용에도 불구하고, 여행 역경

매 분야의 선도기업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라

이스라인을 제외하고는 B2C 기반의 역경매 사업 

모델이 성공을 거둔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경매의 서

비스 로세스를 분석하는 한편, 라이스라인과 

더불어 국내의 역경매 분야 벤처 기업을 포함하여 

4개의 사례를 기반으로 B2C 역경매 사업 모델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 다.

먼 , 역경매 사업 모델의 성패는 공 자의 숫자

에 향을 받는다. 기존의 역경매 련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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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도 공 자들의 수는 최소 10 이상으로, 공

자 기반이 거 할수록 역경매 사업 모델의 성과가 

향상된다고 언 하 으며 실제로 사례 연구를 통

해서도 성공 인 B2C 역경매 서비스들은 B2B, 

B2G 환경에 비해 수십, 수백에 이르는 방 한 공

자 풀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온라인 는 모바일 환경에 한 높

은 근성도 요한 요인으로 밝 졌다. 최근 국

내 시장을 심으로 역경매 사업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한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국내의 

인터넷  스마트폰 보 률은 이미 세계 최고 수

으로, 이는 온라인 기반 역경매 모델의 성공을 

보장하는 핵심 인 환경 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1990년 ～2000년  반에 시도되

었던 유사한 역경매 사업 모델들은 충분한 이용자 

수를 확보할 수 없었기에 성공을 거둘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공 자 환비용이 낮으며 구매자-

공 자 간의 계가 일회 일 경우 B2C 역경매가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역경매 서비스

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용자들은 

일반 으로 공 자와 장기 이고 략 인 계를 

맺기보다는, 최 한 렴하게 좋은 제품이나 서비

스를 구매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반면, B2B나 

B2G 환경의 구매조달 환경에서는 구매자-공 자 

계가 략 이고 장기 인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에서 차

이를 보인다.

더불어 본 연구가 갖는 학술 , 실무  공헌은 다

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B2C 맥락에서 

자역경매 분야를 다룬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학문

으로 아직 기단계라는 에서 후속 연구의 단 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최근 B2C 분야에 새로 진입

하는 신규 사업자들  계자들에게 시장의 선택 

 서비스의 설계에 필요한 일종의 기 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사이버마켓 기반 고차 경매 

사례를 연구한 Lee(1998)의 사례 연구를 제외하고 

거의 무하던 온라인 경매/역경매 분야의 사례 

심 연구라는 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본 연구는 한계  한 내포하고 

있다. 일단, 사례 연구 상으로 선정된 국내 벤처

기업들의 성공을 섣부르게 칠 수 없다는 에서 

선정된 사례의 성에 한 의문을 가질 수 있

다. 하지만 이미 아이티웨딩은 다년간 안정 인 수

익을 거두며 국내 웨딩업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마

이리얼 랜은 큰 액의 투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가 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에서 사례 선정

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 라이스라인에 비해 나머지 국내 사례 

기업들의 규모가 세하다는 에서 B2C 역경매 

분야의 성장성이나 가능성에 해 부정 인 망

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국내 시장의 규모에

서 기인한 한계 으로, 매출액 신 시장 내에서

의 유율이나 성장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국내 역

경매 B2C 벤처들의 사업 모델의 잠재력을 기 할 

수 있다.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된 B2C 역경매 사업 모

델의 성공 요인에 한 실증 인 검증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한 본 연구의 근본 인 한계로 

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서두에서도 언 하

듯 아직까지 B2C 자역경매 분야를 상으로 

한 연구 자체가 충분히 시도되지 않았다는 에서 

불가결한 문제로, 추후 시장의 규모가 더 성장한 

후에 후속 연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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