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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SaaS 스타트업의 현황 및 성공 전략
B2B(기업용)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들의 비즈니스 혁신을 촉진하는 경영 IT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B2B SaaS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활성화, 디지털 기반 구매 확산, AI 기술 발전 등의 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 롱테일 공략,
디지털 마케팅 활용, AI 기술 적용 전략을 통해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B2B SaaS 시장은
B2C와 비교하여 구매 의사결정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B2B SaaS 스타트업은 핵심
고객가치 제공,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신뢰성 확보 등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01.

B2B SaaS 스타트업의 현황 및 특징

 2B(기업용)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B
기업들의 비즈니스 혁신을 촉진하는 경영 IT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음
● S aaS는 기업이 경영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직접 설치하던 기존과 달리 설치
과정 없이 원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서비스처럼 이용할 수 있는 정기 구독 형태의 비즈니스를
의미함
-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기업 사용자의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환경 구현에 효과적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념도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Software as a Service

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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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 산업혁명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1) 및 경영환경의
급변으로 기업들의 B2B SaaS 도입 수요가 증대
- 기업들은 SaaS를 통해 내 ·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
* 2020년까지 전 세계 B2B SW의 절반이 SaaS를 포함한 클라우드 SW로 제공될 것으로 전망(IDC, 2016)

- SaaS는 구매 없이도 원격으로 최신 버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비용2)이 절감되며 고객
맞춤형 설계가 가능해 비즈니스 환경 및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
SaaS와 기존 소프트웨어 간 비교
SaaS 소프트웨어

기존 소프트웨어

이용 방식

설치 없이 정기 구독

라이선스 구매 후 설치

이용 수단

하나의 아이디로 멀티 디바이스 가능

인증 받은 한 개의 디바이스

업데이트

접속시 자동으로 최신 버전 사용

다운로드 필요

저비용 고효율성, 맞춤형 기능 조정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 보안성, 안정성

장점
자료 : 연구자 작성

*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팀 단위로 예산 집행권을 부여한 미국 주요 IT기업의 경우 시스템 구축 없이 즉각 사용할
수 있고 사용량에 따라 지불하면 되는 SaaS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시장이 크게 확대됨3)

- 글로벌 SaaS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약 700억 달러(약 80조원)에 달하고 향후 3년 내 1,000억
달러(약 110조원) 이상 성장할 전망으로 특히 인적자원관리(HCM), 협업(Collaboration),
고객관계관리(CRM) 분야에서 활발하게 도입될 것으로 보임 4)
기업 경영관리 SW 분야4)별 SaaS 점유율

글로벌 SaaS 시장 규모 (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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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산업혁명의 주요 IT 기술을 기존 비즈니스에 융합하거나 IT 기술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기업활동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비, 관련 하드웨어 구매비, 유지 · 보수비, 관리 인건비 등
3) IBM AP SaaS 사업 대표 존 멀린스 인터뷰, "SaaS 이점은 비용보다 비즈니스 혁신", Zdnet, 2014.04.10
4) 인적자원관리, 협업, 고객관계관리, 전사적 자원관리, 콘텐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공급자원관리, 생산운영, 엔지니어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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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 SaaS 시장 확대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
B
초기 단계로 활성화가 필요함
●미
 국 벤처캐피탈의 약 절반이 B2B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으며5) 주요 B2B SaaS
스타트업 중 인포(Infor), 슬랙 테크놀로지(Slack Technologies) 등은 10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유니콘으로 성장함
* 2015년에서 2018년 1월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15개사 중 10개사가 B2B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에 해당(CB Insights, 2018)

●B
 2B SaaS 스타트업은 B2C 스타트업 대비 글로벌 진출을 통한 스케일업(Scale-up)이 용이
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지속가능성 및 빠른 수익화로 주목받고 있음
- 현지화가 필수적인 B2C 제품과 달리 기술 기반으로 기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B2B 제품은
범용성이 높으며 진출 시장에 대한 직접투자 없이도 글로벌화가 가능함
- 명확한 타겟고객 설정 및 직접 마케팅이 가능하고 락인(Lock-in)6) 효과로 현금흐름의 가시성이
높은 편이며 기업 고객 대상이기 때문에 1건의 계약만으로도 매출규모가 크게 발생함
●현
 재 한국은 대부분 이커머스와 같은 B2C 스타트업 중심*이지만 향후 스타트업의 기업고객
전환, 스마트 워크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B2B SaaS 스타트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2017년 기준 B2C 스타트업은 100여개인 반면 B2B 스타트업은 30여개에 불과(스타트업 얼라이언스,
2017)

02.

주요 B2B SaaS 스타트업 비즈니스 분석

 요 B2B SaaS 기업의 경우 스타트업 활성화, 디지털 기반 구매 확산, AI 기술 발전 등의 기업
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롱테일(Long Tail)7) 공략, 디지털 마케팅 활용, AI 기술 적용 전략을 통해
B2B 스타트업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함
기업 환경 변화와 주요 B2B SaaS 기업 특징
기업 환경 변화

시장 진출 전략

기업

비즈니스 모델

스타트업 활성화

롱테일 공략

익스펜시파이(Expensify)

비용 정산 솔루션

디지털 기반 구매 확산

디지털 마케팅

슬랙 테크놀로지(Slack Technologies)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AI 기술 발전

AI 기술 적용

알버트 테크놀로지(Albert Technologies)

마케팅 솔루션

자료 : 연구자 작성
5) 실리콘밸리 VC Storm Ventures 남태희 대표 인터뷰, “한국 B2B스타트업,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려면”, 매일경제, 2017.12.01
6)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어도 높은 전환비용(Switching Cost)으로 인해 고객이 이탈 없이 기존 제품에 계속 머무르는 현상
7) 매출의 80%는 20%의 핵심 고객 및 주력 상품에 있다는 파레토 법칙에 따라 20%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과 달리 80%
에 상당한 이익기회가 존재한다는 이론. 개별 매출 단위는 작지만 판매 건수가 많아 총매출이 커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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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타트업 활성화 → 롱테일 공략으로 초기 비즈니스 기반 확보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수가 증가하고 빠른 시장 대응을 위해 팀(Team)제가 확산되면서 B2B
전
SaaS 스타트업이 기업(Enterprise) 단위 및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사업 초기에 팀 단위, 또는
소규모 기업 고객을 확보할 경우 비즈니스 기반 안정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다
 양한 기능을 구비한 B2B SW 개발보다는 기존 SW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틈새수요를 발굴
하고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가벼운 기능성, 높은 접근성 구현에 집중함으로써 롱테일 효과를
창출
●상
 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팀, 또는 소규모 기업 고객을 우선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레퍼런스
(Reference)를 쌓고 신뢰도 및 제품 완성도를 높여 기업 단위, 또는 대기업으로 고객군을 점차
확대하게 됨
- 팀, 또는 소규모 기업 고객은 경영 의사결정 과정이 짧고 가격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세분화된
서비스와 저가격이 경쟁력인 B2B 스타트업이 접근하기 용이함
B2B 스타트업 롱테일 전략

고객에 따른 B2B 스타트업의 매출효과
소규모 기업

매
출

기업(Enterprise) 단위
및 대기업

규
모

팀(Team) 단위 및 소규모 기업

대기업

매
출
규
모

소규모 기업

소 규 모
기업

대기업

시간

고객 수

자료 : Chris Anderson(2006), 연구자

자료 : Mattermark, 2016

 스펜시파이(Expensify)는 영수증 처리 및 비용 정산 솔루션이라는 세분화된 전문 서비스와
익
프리미엄(Free-mium)8) 가격 전략으로 초기 고객 유인에 성공함
●고
 객들은 수작업으로 하던 회사 경비 정산에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었으나 기존 재무관리용
B2B SW는 이러한 틈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음
●익
 스펜시파이는 개인고객 무료, 기업고객 유료라는 가격전략으로 초기 개인고객을 확보하고
구전효과를 통해 사내 개인 단위에서 팀 단위 사용으로 기능 업그레이드를 유도함으로써
광고 및 판촉비 지출 없이 높은 마케팅 효과를 창출
8) 기본 기능은 무료로, 프리미엄 기능은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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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펜시파이(Expensify) - 비용 정산 솔루션

•(비즈니스) 영수증 처리 및 회사 경비 정산 솔루션
- 영수증을 촬영해 업로드하면 영수증을 스캔하여 날짜와 청구 금액을 자동으로 추출
- 관련 여행 · 운송기업* 제휴, 주요 회계 SW 연결, 160개 통화 지원 등을 통해 손쉬운 경비 보고서 작성
지원
* Global VaTax, Taxback International → 국가별 VAT 환불 자동화
우버, 에어비앤비 → 이용료 정산 자동화

•(고객가치) 국내외 출장시 영수증 처리 및 경비 보고서 작성의 고충 절감 및 효율성 개선
•(사업현황) 주요 회계기업 CLA 등 현재 5백만명의 고객이 이용중이며 2017년에만 1백만고객을 유치
•(가격정책) 개인고객은 무료며 기업고객부터 유료로 운영되는 프리미엄(Free-mium) 정책
- 기본플랜 ‘Team’은 1명 직원당 5달러, 프리미엄플랜 ‘Corporate’는 9달러 월 구독료 부과

② 디지털 기반 구매 확산 → 디지털 마케팅 활용으로 고객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2B 비즈니스 마케팅은 전통적으로 영업 중심이었으나 B2B 구매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이
B
일반화되면서 소셜미디어, 모바일 앱 등 B2C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음
●기
 업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이 영업사원과의 미팅 전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검색 엔진 최적화(Search Engine Optimization; SEO)9)된 콘텐츠 구성으로 고객
노출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짐
* 2020년까지 B2B영업직의 22%가 검색엔진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전망(Forrest Research, 2015)

 업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기업 슬랙은 ‘B2B는 정보중심, B2C는 감성중심’이라는 관습에서
기
벗어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될 수 있는 친근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셜미디어 등 B2C 채널을
통한 고객과의 적극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큰 호응을 얻음
●B
 2B SW 디자인은 딱딱하다는 통념을 넘어 사용자 편의성, 친근함을 최우선가치로 슬랙
커뮤니케이션 툴을 설계했으며 고객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디자인을 개선함
●재
 미있는 콘텐츠를 유튜브에 공유하거나 트위터를 통해 24시간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및 고객지원(Customer Support)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으며
이를 통해 슬랙의 서비스가 트위터 전체 팔로워에게 노출되는 홍보효과를 누림
9) 검색결과의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게시물을 구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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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랙 테크놀로지(Slack Technologies) -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비즈니스) 기업용 커뮤니케이션 툴
- 인스턴트 메세지, 메신저, 소셜미디어, 이메일, 클라우드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플랫폼에 제공
- 웹, 앱, 데스크톱, 모바일 등 멀티 디바이스 간 높은 호환성 구현 및 동시접속 지원
•(고객가치) 기업 내부 작업물 또는 아이디어 공유시 불편 해소 및 시간 절감
•(사업현황) 현재 기업가치 약 70억 달러로 유니콘 기업이며 유료고객 93만명으로 일간 3백만명 이용중
(2018.5)
•(가격정책) 대부분의 기능이 무료지만 저장공간 및 검색기능 추가시 유료로 운영되는 프리미엄(Freemium)
- 1인당 월 약 7달러로 데이터가 축적되는 기업용 커뮤니케이션 툴 특성상 고객이 무료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유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

③ AI 기술 발전 → AI 기술 적용으로 차별화된 가치 창출
 간의 사고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인사, 재무, 마케팅
인
등의 기업 경영 관리에까지 확산되면서 ‘의사결정 지원(Decision Support; DS)’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음
●최
 근 고도로 발전한 AI 기술은 인간이 물리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기업 내 · 외부의 빅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 분석해 의사결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즈니스 리스크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데이터 식별(자연어·음성 인식 및 분석), 예측(수치 및 패턴 예측), 대행(작업 자동화 및
최적화 · 추천) 등의 분야들을 지원
 버트 테크놀로지(Albert Technologies)는 AI 기반 마케팅 플랫폼 알버트(Albert)를 통해
알
기존에 불가능했던 정밀한 고객 세분화를 실시하고 타겟 마케팅의 효과를 극대화
●고
 객 세분화시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구분해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잠재고객군을 크게
늘렸으며,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던 타겟팅이 데이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마케팅 의사결정의 정확성 및 효율성이 높아짐
* 모
 토사이클 기업 할리 데이비슨은 알버트 테크놀로지의 AI마케팅 플랫폼을 통한 고객 타겟팅으로 뉴욕시
대리점에서 2,930%의 가망고객(거래 성공확률이 높은 고객) 증가라는 놀라운 결과를 달성함(HB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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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트 테크놀로지(Albert Technologies) - 마케팅 솔루션

•(비즈니스) 최초의 AI 마케팅 플랫폼
- 고객사 마케터들의 시장세분화 및 타겟 마케팅을 지원하며 마케팅 콘텐츠 제작, 마케팅 캠페인 실시
및 결과 분석 가능
•(고객가치) 마케팅 비용 절감, 마케팅 전략 수립 · 추진 과정에서의 효율성 개선, 마케팅 효과 극대화
•(사업현황) 1억 달러 가치 기업으로 2017년 상장

03.

B2B SaaS 스타트업 전략

 2B SaaS 시장 특성 및 주요 기업 사례 분석 결과 스타트업이 다음과 같은 4P 전략을 운용할
B
경우 린스타트업(Lean Startup)10) 모델 적용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B
 2B 시장에서의 구매 의사결정은 일반 소비자와 비교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데이터 기반의 레퍼런스를 쌓아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당 기업 고객의 문제 해결이라는 분명한 고객가치를 제시해야 함
●제
 품(Product), 유통(Placement), 가격(Price), 판촉(Promotion) 등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운용할
경우 핵심 고객가치 제공,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신뢰성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B2B SaaS 스타트업의 4P 전략 및 사례 적용
구분

전략

효과

제품(Product)

•문제 선택과 해결 집중
-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틈새
수요를 발굴하고 핵심 기능
구현에 집중

핵심 고객가치
제공

유통
(Placement)
가격(Price) +
판촉(Promotion)

사례 적용
익스펜시파이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수요 증대)
슬랙 테크놀로지 (협업 문화 확산)
알버트 테크놀로지 (AI 발전으로 스마트화 수요 증대)

•바텀업(Bottoms-Up)
신속한
- 회사 내 개인 · 팀부터 시작해
의사결정 지원
회사 단위로 확대

익스펜시파이, 슬랙 테크놀로지

•프리미엄(Free-mium)
- 초기 고객 유인 및 구전효과
창출

익스펜시파이, 슬랙 테크놀로지

신뢰성 확보

자료 : 연구자 작성

10)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제품으로 구현한 뒤 시장의 피드백을 통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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