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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적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해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

었다. 고도로 발달된 인터넷 기술은 사람들에게 더 편리한 온라인 여행을 제공했다. 온라인 관광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관광 관련 인터넷 사업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연구 배경과 연구 의의를 소개하고, 온라인 관광 개발 

핫스팟, 비즈니스 모델 연구 이슈 등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바탕으로 씨트립의 비즈니스 모델 최적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씨트립은 온라인 여행 산업 및 비즈니스 모델 내·외 연구 현황을 설명하고, 온라인 여행, OTA 비즈니스 모델 

등 관련 개념과 이론을 심층적으로 소개·분석하고, 전문가 연구를 기반으로 확대한다. 씨트립의 기존 사업모델의 미흡, 

높은 경상운영비, 공급업체의 큰 영향요인, 신사업 개발이 더딘 등 여러 측면이 제시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씨트립은 가치 창출과 혁신을 위한 씨트립의 비즈니스 모델 최적화 전략과 고객 가치사슬을 위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최적화 전략 등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유지했다.

주제어 : 온라인 관광, 비즈니스 모델, 씨트립

Abstract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social economy and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a favorable environment has been provided for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tourism 

industry. The highly developed Internet technology has provided people with more convenient online 

travel.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online tourism, tourism-related Internet businesses are also 

developing rapidly. This study first introduces the research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study, 

and suggests the necessity of Ctrip's business model optimization study based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economy such as online tourism development hotspots and business model research issues. Ctrip 

explains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inside and outside the online travel industry and business model, 

in-depth introduction and analysis of related concepts and theories such as online travel and OTA 

business models, and expands them based on expert research. Several aspects such as insufficient 

Ctrip's existing business model, high current operating costs, major factors affecting suppliers, and slow 

development of new business were suggested, and alternatives were suggested to solve these problems. 

Ctrip maintained a sustainable competitive edge, including Ctrip's business model optimization strategy 

for value creation and innovation and Internet business model optimization strategy for customer value 

ch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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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의식이 높아

지면서 가격 대비 효율성(價性比, 가성비)에 주목하면서 

체험경제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현재, 관광은 사

람들의 생활 패턴을 풍부하게 하고 더 자유롭게 사는 데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강력한 

지원으로 온라인 예약과 열람의 편리함은 관광산업에 큰 

발전을 가져왔으며 지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다. 2015년까지 중국 온라인 관광 거래량은 1,222

억 3천만 위안에 도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는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0% 증가한 것일 뿐 아니라 전년 동

기 대비 4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TA의 시장거

래 성공액은 59억6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8% 증가했다. OTA는 중국의 온라인 여행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구도를 씨트립도 

시장이 있는데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다(郝美梅·張春蓮, 

2016).

씨트립은 온라인 여행 사이트의 개척자 대표로서 

1999년에 이미 온라인 여행의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였으며 처음에는 마우스+시멘트의 혁신적인 비즈

니스 모델로 중국 시장의 대부분의 온라인 여행에 대한 

몫을 얻었으며 그 후 끊임없이 자기 지속적인 요구를 하

였다. 문장을 보면 현재 중국의 여행 산업 시장이 여전히 

유리하고 급성 장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현재는 이

전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이전의 온라인 관광업체들이 

매우 적고 주로 씨트립 위주였지만 지금은 더 많은 투자

자와 잠재적 경쟁자들이 온라인 관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 중에 실력 있는 인터넷은 주로 바이두

(百度), 텐센트(腾讯), 알리바바 그룹(阿里巴巴集團) 등 여

러 여행 사이트등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씨트립 현황

여행 및 관광 웹사이트는 1999년 중국 상하이에 공식 

본부를 두고 있다. 수년 동안, 그것은 온라인 티켓팅 서비

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기업을 목표로 해왔다. 수년간의 

개발 끝에, 그것은 60만개 이상의 회원급 합작 호텔을 중

국 밖에서 운영했다. 현재 중국의 20여개 도시에 많은 지

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칭다

오(青島), 항저우(杭州), 선전(深圳), 청두(成都)，광저우

(廣州), 선양(瀋陽), 칭다오(青島), 샤먼(廈門) 등 20여개 

도시에 많은 지사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2003년 12월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 깜짝 출시되어 성공을 거

뒀다.

2001년 이후 중국은 자국의 위치를 결정하는 시기로 

접어들었고 많은 온라인 여행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

에도 목표는 매우 멀었다. 또한 2003년 12월 미국 나스

닥(NASDAQ) 시장은 중국의 온라인 여행 산업을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어 많은 투자를 흡수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이 시기는 인터넷을 이용한 빠르게 발전하는 

시기이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이것은 인터넷을 동반

한 중요한 변화의 시기이다.

2.2 씨트립 관광 및 전통 관광

전통 여행과 씨트립 관광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의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division Ctrip Travel Traditional Travel

target 

audience 

business man, leisure 

man

egency, group, 

Enterprise

customer 

Features
private tourist group

product 

form

business travel, self 

tour
package tour

supervised 
work

ticket, hotel
ticket, sights, hotel, 

guide, etc.

price height lowness

means of 

service
network, telephone store

Source: W. DU(2019), ‘A Case Study on Marketing Strateg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Company –China Ctrip Online 
Travel Network’,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Graduate School, p.13

Table 1. Comparison of Ctrip Travel and Traditional Travel

다음의 Table 2에는 전통 여행과 씨트립 관광의 장단

점이 정리되어 있다.

division Advantages Disadvantage

Ctrip travel

- Simple, convenient and 
fast 

- Strong publicity and 
wide range of publicity

- It has an open and 
global character 

- There is good 
interaction between 
seller and consumer 

- Elderly people are 
generally not 

familiar with Ctrip 
travel online 
reservation 
manipulation. 

- The receipt cannot 
be removed, and 
the traveler's legal 

Table 2.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trip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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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3.1 PEST 분석

PEST분석은 회사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 모델이며 정치(Political), 경제

(Economic), 사회(Social), 과학기술(Technological)

의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회사

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PEST 분석 방법이며 또한 PEST 분석 모델의 결과

는 SWOT 분석에도 참고가 된다(장전, 2020, p14). 이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이 속한 산업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환경은 기업 자체의 내부 환경 요소와 분리될 

수 없다. 다음에서는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 보다 자세

하게 살펴본다(장전, 2020, p14).

첫째, 정치 환경이다. 정치 환경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정책, 제도, 법규와 정치 정세 등의 요인으로 구성

된다(장전, 2020, p15). 정치 환경은 기업의 규제에 상당

한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치 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예측할 수 없고 특히 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직

접적이며 그렇다면 기업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

화할 수밖에 없다. 둘째, 경제 환경이다. 특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또는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는 경

제 환경을 구성한다. 경제 환경을 분석할 때 거시적과 미

시적 측면모두에서 분석을 볼 수 있으며 거시적인 측면

은 GDP, 정책 과 경제 구조, 경제 발전 속도 및 수준 등, 

미시적 측면에서는 소득, 기호,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사회 환경이다. 사회 환경은 교육, 생산 및 소

비 패턴, 인구 통계, 전통 및 소비 태도와 같은 조건에 의

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넷째, 기술 환경이다. 기술 환경

은 사회 환경, 기술 변천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술 혁

신, 경제, 정치 간의 포함하는 한 국가 또는 지역 기술 수

준의 전반적인 상황 및 변화 추세이다(장전, 2020, p14). 

기술 환경을 분석할 때는 기업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적 

영향, 마케팅 방법의 영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영향 등

에 대한 연구에 주력할 필요해야한다.

3.2 SWOT 분석

SWOT 분석은 다양한 조사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기

업이 위치한 다양한 환경 요인, 내부 역량 요인 및 외부 

환경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외부 환경 요인에는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가 포함되며 이들은 외부 환경이 회사

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점과 악재이며 객

관적 요인들이다. 내부 환경 요인에는 강점 요인과 약점 

요인가 포함되며 이는 기업이 조직 내부에 자체적으로 

존재하도록 발전시킨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요인이며 

주관적인 요인들이다. 이런 요인들을 조사하고 분석할 때

는 과거의 역사적 과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과 

같은 이슈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Strength(강점): 조직의 내부 요인이며 구체적인 예로

는 충분한 자원, 유리한 경쟁 상화, 기술 능력, 규모의 경

제, 양호한 회사 이미지, 제품의 품질, 시장 점유율, 원가 

우위, 등을 들 수 있다.

Weakness(약점): 장비 노후화, 관리 미흡, 핵심기술 

부재, 연구개발 부실, 자금 부족, 부실경영, 제품 밀림 등

을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는 조직의 내부요소이다(장전, 

2020, p16).

Opportunity(기회): 조직의 외부 요수, 예를 들어 새

로운 상품, 신규 시장, 신규 수요, 국제 시장, 무역장벽 제

거, 경쟁사 실수 등을 들 수 있다.

Threat(위협): 이는 조직의 외부 요소인데 구체적인 

예로는 새로운 경쟁업체, 시장 긴축, 고객 선호 변화, 정

책경기 변화, 경기 침체, 대체 제품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SWOT 방법의 장점은 문제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일종의 체계적 사고이며 논리적이고 검증하기 쉬운 문제

들을 함께 연결한다.

4. 사례 분석

4.1 씨트립 환경 분석

4.1.1 PEST 분석

- Transactions are 
possible anytime, 

anywhere, regardless 
of time and space 

- Cost reduction possible 
by greatly reducing 

manpower and 
resources

rights cannot be 
guaranteed. 

- Prices are generally 
high

Traditional 
Travel

- Variety of products and 
guaranteed quality of 
service 

- Abundant industrial 
resources and 
professional 
cooperation team exist. 

- Excellent customer 
resource stability

- The scope of 
promotion is 
narrow due to 

restrictions such as 
region and time

- Requires a lot of 
manpower and 

resources, and the 
cost is relatively 
high 

Source: W. DU(2019), ‘A Case Study on Marketing Strateg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Company –China Ctrip Online 
Travel Network’,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Graduate School,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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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책 환경 분석이다. 씨트립은 현재 비교적 풍부

하고 안정적인 정책 환경에 처해 있고 중국 정부의 구체

적인 정책이나 법률 규제 등과 분할하기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다. 정치 환경은 확실히 회사에게는 어느 정도 독

촉과 감시 작용이 있고 특히 사람들의 생활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기업의 모든 형태의 기업 활동은 사실 그 다

양한 측면에 영향을 받지만 국가마다 정책이나 특정 지

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경제 환경 분석이다. 2019년 중국의 관광산업 

전반의 수요는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국내 

관광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54억9000만 명을 돌파

하며 놀라운 꾸준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중국 관광산

업 총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셋째, 사회 환경 분석이다. 2019년 8월 30일 중국의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 센터가 제공한 권위 있는 보고서

에 따르면 2019년 6월까지 중국 본토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8억 5449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였다. 2019년 1월

부터 2019년 06월까지 중국의 전체 신규 인터넷 사용자 

수는 25,980명에 되었다.

넷째, 기술 환경 분석이다. 기술 환경은 가장 중요한 것

은 회사에 상응하는 신기술과 새로운 건설방법의 탄생과 

진흥을 포함한다. 중국의 인터넷 기술의 진정한 발전은 

1990년대에 시작되었고 기술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어 중

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4.1.2 SWOT 분석

첫째, 강점분석이다. 설립 이후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

을 모색해 왔으며 국내외 5,000여 개 기업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을 구축해 왔다. 씨트립은 1만8,000석 이

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134개국 2만8,000여개의 

호텔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둘째, 약점분석이다. 문제점 있다. 최근 2014년 '정보 

유출 게이트'와 맞물려 '가짜 항공권' 등의 사건이 발생하

면서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셋째, 기회분석이다. 관광업의 고속 발전이다. 중국 경

제 수준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가처분 소독으로 큰 증가한 데다 여가시간 

증가로 중국 관광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넷째, 위협분석이다. 다양한 경쟁자들이 계속 생겨나

고 있다. 중국 관광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신흥 온라인관광업체로는 중청 관광공사, 중국 관광 이슈

회사, 기업 관광 사이트 등이 부상하고 있어 동반성장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4.2 씨트립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점

첫째, 운영 원가가 높다. 중국 온라인 여행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씨트립과 밀접할 수 없다. 씨트립의 

비즈니스 모델과 표준화된 경영은 중국 온라인 여행 러

시의 표적이 되었다. 씨트립이 중국에서 온라인 여행의 

시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공급업체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항공권 예약, 

기차표 예약과 호텔 예약은 씨트립의 가장 중요한 세 업

무이다. 이 세 업무의 직종은 표준화 정도가 매우 높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들은 보통 

보험을 통해 그들이 번 돈을 참가자들에게 지불한다.

4.3 씨트립 비즈니스 모델의 최적화 대책

첫째, 고부가가치 자원 통합, 서비스 하이퍼바이저 고

객업계에서는 삼류 기업가 제품을 만들고 이류기업가 서

비스를 하며 일류 기업가 자원을 통합한다는 말이 있다. 

관광업계도 마찬가지다. 환경도 좋지 않고 여행휴가도 적

고 여행상품도 단일하고 관광의 질도 떨어지는 여건에서 

한 기업이 자원을 통합할 수 있는지가 기업의 발전을 좌

우한다.

둘째, 새로운 사업의 확대, 수익을 내기 위한 해외 온

라인 여행 웹사이트의 활용은 고객 수에 달려 있다. 특히 

가치 있는 소비자 그룹을 가진 고객이 더 많으면, 그들에

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셋째, 셋째, 씨트립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대

에 발맞춰 단일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적합한 신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인터넷의 빠른 속도 아래 브랜드를 지속

적으로 확장하며 해외시장의 블루오션을 잘 운영해야 한

다. 단순하고 빠른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브랜드 

가치를 높다. 위에서 언급한 것을 종합하면 씨트립의 수

익모델은 당분간 뚜렷한 전략변화가 없지만 단점을 전략

적으로 최적화하고 클라우드 데이터를 실시간 네트워크

로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비전을 넓히고 드러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 같다.

첫째, 사업 환경 분석은 인수를 통해 씨트립 웹사이트

의 개발 현황을 평가하고, 씨트립의 대내외 환경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여 사업모델의 최적화 계획을 파악하여 

씨트립의 사업추이를 분석한다.



중국 온라인 관광업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 209

둘째, pest와 swot을 통해 씨트립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바꾸고 최적화하여 발

전시키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분석 이론을 더욱 과학적이

고 체계화한다.

셋째, 씨트립과 다른 OTA 제조사의 차이를 다각도로 

비교하고, 현재 OTA 산업의 발전상을 바탕으로 씨트립

의 사업모델 현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모델 

평가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이론 데이터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시간과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다른 

온라인 여행업체도 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

할 수 없고 다른 온라인 관광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여전

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문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

고 몇몇 문제는 더 연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는 앞으

로 온라인 관광업계의 다음 같은 한계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기업의 영리 모델 요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검토는 아직 깊이와 입체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관련 메커니즘과 연계되는지에 대한 심

도 있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

둘째, 다른 온라인 광광업체는 출시되지 않아 완전한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새로운 형식을 

갖춘 온라인 관광업체와의 비교에 실패하였다.

셋째, 미래에 가능한 한 넓은 비전을 가지고 유럽 등 

세계 무대에서 다른 온라인 여행 사이트와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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