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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ICT 기술의 발전으로 매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B2B 위주의 전통적인 무역방식에서 중간 유통단계 없이

제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B2C 거래가 글로벌 교역의 중심으

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으

로 온라인 수출 활성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고 중소기업 수출정책을 추

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정부가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을 위해 추진하

였던 B2C 판매대행사업의 성과를 직접 판매기업과의 수출성과와 비교하

였다. 또한 이러한 정부사업 참여가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의 일환으로 기

업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인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종합적으로 중소기

업의 수출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B2C 전자상거래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국내의 B2C 전자상거래 현황

과 정부지원 필요성에 관한 것과 정부사업 참여기업 대상으로 한 효과성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 분야의 실증

연구로서 의의가 있고 특히, 수출중소기업 중에서 B2C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을 추출하고 그 중에서도 정부 지원 사업 참여기업과 非참여기업을

구분하여 두 그룹 간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과 수출성과를 비교 분

석한 연구이다. 또한 기존의 수출성과 관련된 연구로서 수출전략과 수출

성과의 관계성을 B2C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고, 정부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B2C 전자상거래 수출 중소기업의 어떠한 수출전략이 정부사업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대상기업들은 제품, 마케팅 그

리고 자원 전략 중 일정부분에 있어 정부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B2C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은 정부사업인 판매 대행사

업을 기업의 수출전략에 따라 선택하고 정부사업의 참여 자체가 기업의

수출전략 중 일부라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에 있어서 정부사업 참여기업인 판매

대행기업과 非 참여기업인 직접 판매기업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재무성과 뿐 아니라 비재무성과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선행연

구들에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규모와 수출의 경험을 통제한 결

과이다. 또한 이러한 수출성과에 있어서 교육기관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

간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에 참가한 기업의 경우에 재무성과가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판매 대행기업과 직접 판

매기업간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교육기관별로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

략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B2C 전자상거래 수

출유형과 교육여부를 통제변수로 전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도

역시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지 확인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각자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을 가지고 있

고 정부사업 참여의 결정 역시 전략의 일부분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

면, 본 저자는 정부에서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프로그램으로 판매

대행사업 뿐 아니라 직접 판매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수요자

의 선택에 따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판매 대행 사업에 있어서 수행기업 선발 시 B2C

전자상거래 수출 전문기업의 수행능력을 제1순위로 고려하여 수출기업의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B2C 전자상거래 수출방

식은 중소기업들에게 낯설고 새로운 수출방식으로 본 연구가 글로벌 전

자상거래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자원과 역량을 키우는데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기

를 기대한다.

주용어 : 전자상거래 수출, 해외직접판매, 수출전략,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은행

학  번 : 2017-2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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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 과

제 중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해외직접판매 지원체

계 마련 및 온라인수출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 구축’이

선정되었다. 또한 국회는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1) 이러한 정부·공공기관 및 국회의 정책마련

배경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무역량과 예측전망 때

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 또 하

나의 배경에는 한국 소비자가 해외에서 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

는 ‘해외직구’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해외 소비자가 국내 상

품을 구매하는 ‘역(逆)직구’ 거래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었다. 2015

년 관세청자료에 의해 ‘해외직구’는 수입으로, ‘역직구’는 수출로 정의하

여 전자상거래 무역적자가 심각하다고 진단하였다.2) 그런데 이는 관세청

의 온라인 수출입관련 통관자료인 반면,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4분기에 이미 무역적자는 해소가 되었고, 2017년 3/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해외직접판매액은 30.7% 증가, 해외직접구매액은 3.8% 감소하였고,

올해 해외직접판매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증

가는 해외직접판매액의 실질적인 증가라고 보기엔 어려울 수 있다. 통계

청은 해외직접구매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행정자료인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자료(간이 및 일반 신고, 목록통관)를 활용하는 반면, 해외직접

판매에 대한 자료는 사업체자료와 일부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

료를 합산하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는 사실상 어려울 수

1)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민병두외 12인)

2) ‘15년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총 수출액의 0.03% 수준에 불과하며, 전자상거래 수입액 

대비 10.7% 수준에 그쳐 적자 기록 (’16년 중기청 온라인수출활성화 방안)

‘15년 수출입 실적(관세청) : 온라인수출 1.6억불, 온라인수입 15억불, 총수출 5,269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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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 이러한 해외직접판매에 대한 수출 집계가 어려운 이유는 해외직

접판매시 수출신고(간이 및 일반신고, 목록통관)가 일부 누락되고 있고,

모든 판매금액이 은행을 통해 수령되고 있지 않고, 수령되는 금액에 대

해서도 외국환은행의 해외직접판매에 관한 사유코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는 해외직접판매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해외직접판매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해당 거래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병수(2017)는 전자

상거래무역 확산을 위한 법률개정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cross border

e-commerce’, ‘global e-tailing’, ‘global e-commerce’, ‘international

e-commerce’, ‘international online retailing’, ‘국경간 전자상거래’, ‘글로

벌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해외역직구’, ‘해외직접판매’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고, “International ecommerce is called

cross-border e commerce, when consumers buy online from

merchants, located in other countries and jurisdictions.”4)이 가장 대표

적이고 현실적인 정의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통계작성 범주에서 정의한 해외직접판매액에

대한 정의인 “국경 간(Cross-Board) 전자적으로(electronically) 주문되어

물리적으로(physically) 배송된 재화(상품)의 거래액”을 참고하고, 해외에

서 주로 통용되는 ‘Cross Border e-Commerce(CBEC)’를 고려하여 이들

을 ‘전자상거래 무역’이라 정의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분야에 대해 다루

고자 한다.

한편 일부는 거래 상대방에 따른 상거래 구분인 B2B(Business to

Business 이하, B2B)와 B2C(Business to Customer 이하, B2C)를 오프

라인 전통무역을 B2B로 온라인 무역을 B2C로 정의하고 있지만, 알리바

바그룹 등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무역거래도 활성화되고 있어,

온오프라인 수출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 중 B2C거래에 대해 한정하며,

B2C 전자상거래 수출로 “해외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 판매자의

상품을 전자적으로 주문·결제하고, 물리적으로 배송된 거래”로 정의한다.

현재 정부에서 주도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정책은 중소벤

3) 2017년 온라인쇼핑몰 동향, 통계청

4) http://www.crossborder-ecommerce.com/international-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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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

신, 중소기업은행 등의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지

원, 온라인수출지원, B2B 온라인마케팅 등이 있다. 그러나 많은 정책들

이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지 못하고, 중

국, 미국 등 외국 정부의 정책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기존 연구가 있지만 지금의 정책에 대한 실증 평가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정부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프로그램 중에

서 B2C 전자상거래 판매를 대행해주는 사업과 교육·컨설팅 사업이 중소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B2C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일반적인 수출전략과는 달리 B2C 전자상거래 수출기

업이 어떠한 수출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수출전략이 정부사업 참

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정부의 ‘B2C 전자상

거래 수출 판매 대행사업 참여기업’과 B2C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에 직접

진입하여 수출을 하고 있는 ‘非참여기업’ 간의 수출전략 차이를 확인하여

정부사업 참여 결정이 기업의 수출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두 그룹 간에 수출성과 차이를 분석하고, 그

성과차이에 있어서 공공교육 참여와 민간교육 참여가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실행하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기업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여 경영전략이론에서 근거한 수출전략과 수출성과와의 긍정적

인 관계가 B2C 전자상거래 수출 분야에도 적용이 되는지 실증분석을 통

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 성공

에 있어서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마련해야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하는데 함의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수출 지원 사업

중 B2C 판매 대행사업 참여기업, IBK 기업은행의 전자상거래 수출 결제

서비스 중’ 페이고스 2.0’ 가입기업의 대표자 및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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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문헌 및 선행논문, 그리고 관련 대표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검색

등을 통해 최근 국내외 전자상거래 무역 현황 및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B2C 전자상거래 수

출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실증적 연구에서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참여기업과

비참여기업간 차이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B2C 전자상거래 무역의

정의와 국내외 전자상거래 무역 현황과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수출성과

에 미치는 요인으로 수출전략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문항 구성, 통계분석 방법을 설명

하였다.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를 구하였고, 회귀분석

가설을 검증하고 분석결과를 서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 활

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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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전자상거래 무역 및 국내외 현황

1.1 전자상거래 무역이란

전자상거래(電子商去來, e-commerce)는 인터넷과 다른 컴퓨터 네트워

크와 같은 전자 시스템을 통한 제품이나 용역의 매매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전자 비즈니스(E-business)의 한 부분으로서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다른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것을 말하며, 광고, 마케팅, 고객 지원, 배송, 지불 등과 같은 활동들을

포함한다.5)

전자상거래 무역(Cross Border Trade 이하, CBT)은 전 세계 소비자와

판매자가 인터넷을 통해 가상시장에서 중간상 없는 교역을 하는 것을 말

한다. CBT는 IT개발, 물류혁신 및 간편 결제의 등장으로 급격히 증가하

고 있다. CBT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B2B, B2C 그리고 C2C로 나눌 수

있으며, 소비자, 판매자, 생산자가 각 국가에 속하는 3국간 무역도 포함

이 된다. CBT의 유형 분류는 통상 상품이 거래되는 플랫폼의 종류에 의

해 구분이 되는데,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여러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이하, MP)의 성격을 설명할 때 사용이 되어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구분

없이 하나의 MP안에 소량구매와 대량구매를 선택하게 하여 개인과 기

업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 구현이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CBT 중 해외구매자가 국내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

하는 수출거래를 말하며, B2C 전자상거래 수출은 해외구매자가 개인인

소비자에게 수출하는 거래로 정의할 수 있다.

5) 위키백과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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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켓플레이스(MP)

해외직판형 오픈마켓

미국 : 이베이(ebay), 아마존(amazon), 엣시(etsy)

중국 : 티몰(tmall), 알리바바(alibaba-B2C)

일본 : 아마존재팬(amazon.co.jp)

동남아시아 : 라자다(lazada), 큐텐(q10), 샤피(shopee)

해외진출형 쇼핑몰

중국 : 타오바오, 징동, 쑤닝이거, 웨이핑후이

일본 : 라쿠텐

기타 : 일레브니아(elevenia), 누마라온비르(터키,n11.com)

국내직판형

오픈마켓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Kmall24

종합몰 GS샵, CJ몰, 롯데닷컴, 신세계몰, 현대H몰

독립몰형

임대형
국내호스팅 : 카페24, 메이크샵, 고도몰

해외호스팅 : 샤피파이(Shopify), 빅커머스(Bigcommerce)

개발형
국내솔루션 : 티쿤

해외솔루션 : 마젠토(Magento), 워드프레스(WordPress)

1.2 B2C 전자상거래 수출유형

B2C 전자상거래 수출거래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

하지 않고도 해외소비자가 구매하는 MP에 직접 입점할 수 있다. 또한

지마켓 등 국내 오픈마켓과 롯데몰 등의 종합몰은 해외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로 쇼핑몰을 구성하고 제품을 판매하

고 있다. 다음의 <표2-1>는 해외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국내외 MP을

기준으로 논자가 구분한 B2C 전자상거래 수출 마켓별 유형이다.

<표2-1> B2C 전자상거래 수출 마켓별 유형

해외직판형과 해외진출형의 차이는 국내 사업자가 직접 입점이 가능한

지 여부이다. 해외진출형은 현지법인 또는 판매대행사가 입점하여 제품

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진출형 MP는 정책상 현지 사업자만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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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빠른 배송, 인증제품 그리고 대금정산

업무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해외직판형 MP 역시 국내사업자가 해

외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이 입점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

다. 국내직판형은 국내쇼핑몰이지만 해외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플

랫폼을 구성한 오픈마켓과 종합몰에 입점하는 형태이다. 오픈마켓 입점

이 종합몰 입점보다는 쉬운 편이다. 일부 오픈마켓과 종합몰은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하여 직접 수출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쇼핑몰은 해외구매자

에게 판매한 대금에 대해 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입점기업이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지원해주고 있다.

독립몰형은 판매자가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이 중 임

대형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쇼핑몰 구성요소를 월 또는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형은 국내 사업자가 국내외 솔루션

을 활용하여 직접 개발하여 만든 쇼핑몰을 말한다.

1.3 B2C 전자상거래 수출 프로세스

B2C 전자상거래 수출거래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수출거래와 무역거래

라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 계약방식, 결제, 물류, 분쟁해결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 차이를 보기 이전에 B2C 전자상거래 수출거래의 프로세스

를 정리해보면 다음 <그림2-1>와 같다.

<그림2-1> B2C 전자상거래 수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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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 전자상거래 수출거래는 수출준비단계, 수출거래단계, 수출사후관

리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출준비단계에서는 상품과 MP를 선택하

고 결제와 물류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수출거래단계는

등록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주문과 결제를 처리하고 상품이 배송되는

거래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사후관리단계는 상품을 수취한 소비

자가 후기를 등록하고 상품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클레임을 제기하고 환

불을 받는 과정이다.

B2C 전자상거래 수출거래와 일반적인 오프라인 수출거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거래 매커니즘에 있다. 즉, 일반적인 수출

은 수출자와 수입자는 거래조건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제품의 가격협

상, 대금지불조건, 클레임 등 거래조건들이 계약서 또는 송장에 의사표시

하여 전달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수출거래는 수출자가 이미 판매할 제

품을 결정하고 가격을 제시한다. 수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수출자와

협상이 어렵고, 제품을 주문하고 제품을 수취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수출자는 주문된 상품에 대한 재고관리가 중요하고, MP에 등록

된 경쟁제품과의 가격차별화 전략 등의 마케팅 능력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수입자는 제품을 수취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출자

및 상품에 대한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거래 구조는 수출 자

에게 오프라인 수출거래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출 역량이 필요하게

되었다. B2C 전자상거래 수출거래와 일반적인 오프라인 수출거래의 차

이를 수출성공에 필요한 요인들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표2-2>와 같다.

<표2-2> B2C 전자상거래 수출과 오프라인 수출 비교

구분 B2C 전자상거래 수출 오프라인 수출

제품 소비재 소비재, 산업재

결제방식 PP사, 송금대행업자6) 은행

결제조건 사전 사전, 사후

가격조건 & 포함, 불 포함 Incoterms 조건

물류7) 우체국, 특송업체 해상, 항공 3자물류

클레임청구 MP, PG사 당사자간

6) PG : Payment Gateway, 송금대행업자 : Parcener, Wordloris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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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계 전자상거래 무역현황

emarketer(2017)에 따르면 B2C 전자상거래 매출은 전 세계적으로

2017년에 23.2% 증가한 2.290조 달러로 견고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고,

올해 처음으로 전자 상거래 매출은 전 세계 소매 판매량의 10 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016-2021년 예측 기간 동안 전 세계 소매

판매에 대한 예상치를 낮추었는데, 그 이유는 주로 다른 통화의 미화 대

비 환율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소매 판매는 올해 중국에서의 매출에 힘

입어 22.737 조 달러에 달하며 5.8 % 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그림 2-2> 세계 B2C 전자상거래 거래액 (2016-2021)8)

eMarketer는 동남아시아 시장도 성장 가능한 시장으로 보았다., 동남

아시아에서 가장 전자상거래 소비 비중이 큰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

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6개국의 소비재 전자상거래 규모가 2016

년에는 약 140억 달러 규모로 2015년 비해 약 33.6% 성장할 것으로 전

망하였다. 이는 인터넷과 모바일 보급률이 높아지고 재량 구매력이 높아

진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공급의 증가가 이들 국가

들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급속도로 확대,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

였다.

1.5 국내 전자상거래 무역현황

7) 주로 사용되는 운송방식으로 구분함

8) https://www.emarketer.com/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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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17) 해외직접판매액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3/4분기 온라

인 해외 직접판매액은 7,508억 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33.9% 증가하

였다. 2017년 3/4분기 국가(대륙)별 온라인 해외직접판매액은 중국

5,907억원, 미국 422억원, 일본 345억원, ASEAN 228억원 순이며, 중국이

전체의 78.7%를 차지하고 있다.

<표2-3>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액9)

(억원, %)

2016년 2017년 증감률

연간 3/4분기 2/4분기 3/4분기p 전분기비
전    년

동분기비

해외직접

판매액
22,934 5,609 5,746 7,508 30.7 33.9

  *해외직접판매액 작성기준

  1)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작성

  2) 일반 및 간이 신고는 운임보험료 포함조건(CIF), 목록통관은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작성

<표2-4> 국가별 해외직접 판매액

(억원, 

%)

2016년 2017년 증감률

연간
3/4분기 2/4분기 3/4분기p 전분

기비

전    년

동분기비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미국 1,547 353 6.3 410 7.1 422 5.6 2.9 19.4

중국 17,913 4,456 79.4 4,387 76.4 5,907 78.7 34.6 32.6

일본 1,213 251 4.5 318 5.5 345 4.6 8.3 37.3

ASEAN 755 166 3.0 190 3.3 228 3.0 20.1 37.2

2.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정책

정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을

9) 통계청은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대응용어로 해외직접판매라고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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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2016 2017

일반회계

수출지원기반활용 70,555 71,639 114,841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진출 39,603 62,858 58,890

세계일류상품육성 4,496 4,250 1,900

위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의 당위성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 이론에 근거하여 해외시장 환경과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의 비대

칭성에 의해 시장실패가 발생(Wolf, 1988)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더욱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전체 기업의 99%이상이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약 88%가 중소

기업에 근로하기 때문에10) 국가 경제에 전반에 걸쳐 중소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장지원은 중요한 정책적 목표이다.

새로운 무역방식인 전자상거래 수출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수익원천

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Forrester Consulting, 2014). 따라서 최근에

들어 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 방식을 중소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수출

지원에 비해 정부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도 중소벤처기

업부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수출 대비 약

25% 수준에 그쳤다.

<표2-5> 전자상거래 수출 예산 현황11)

백만원 2016 2017 2018

해외시장진출예산 62,858 58,890 55,229

전자상거래 수출 - 9,858 13,858

비중 - 16.74% 25.09%

<표2-6>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수출관련 지원사업 현황12)

10) 중소기업중앙회(2016), 2016년 중소기업현황(2016.5)

11) 중소벤처기업부 일반예산편성지침(2017)

12)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국회예산

처(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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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구축
2,114 3,454 4,326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수출인큐베이터 8,688 9,822 10,495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1,754 1,781 1,781

온라인수출지원(정보화) 2,891 3,007 2,966

중소기업은 전자상거래 수출 방식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

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온라인수출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온라인수출

장애요인으로 주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쇼핑몰 입점의 어려움, 필요인

증 및 허가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그림2-3> 온라인수출 장애요인 응답 결과13)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오프라인에 버금하는 전

자상거래 수출환경 구축을 통해 민간역량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수출채널

다각화, 물류․배송․통관․C/S․A/S 등 서비스 환경 개선, 전자상거래

수출 마케팅 강화, 인증연계 지원 및 전용 금융지원프로그램 도입, 중소

기업 온라인 수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 2020년까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다각적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정책기관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정책은 수출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금융지원 그리고 기반 구축을 주로 이룬다.

13) 중소·중견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진흥공단(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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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공공기관별 수출지원정책

구분 주요 내용 B2B 수출플랫폼 운영

중소기업진흥공단
· B2C 전자상거래 판매대행 사업
·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 고비즈코리아 

대한무역투자공사
(코트라)

· 아마존 입점 지원 교육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바이코리아

한국무역협회 · Kmall24 운영 · 트레이드코리아

IBK 기업은행 · 전자상거래 수출 결제 및 금융 · 트레이드클럽

중소기업진흥공단은 B2C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제품을 대신해서 수출할 판매대행기업을 선발하여 그들을 통해 중소기업

의 전자상거래 수출 판로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한국무역협회는

Kmall24를 직접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며, 해외오픈

마켓과 연동하여 수출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이 익숙하지 않고 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하다

는 판단 하에 전문적인 기업이 대신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

식이다.

반면 코트라는 유명 오픈마켓인 아마존(amazon.com)을 통해 직접 수출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아마존코리아와 협업하여 지원하고 있다.

IBK 기업은행은 Kmall24·고비즈코리아·바이코리아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

는 플랫폼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수출이 수출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수출신고 실적 이외 결제실적을

근거로 하여 저금리의 수출금융14)(최대2억, 약 2.6%)을 제공하고 있다.

<표2-8> 기업은행 결제서비스(페이고스) 현황15)

14) 수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IBK 기업은행 (2016)

15) IBK기업은행 페이고스 외부 소개자료, IBK기업은행 외환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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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1. 전자상거래 수출

전자상거래 무역은 해외직접구매(수입)과 해외직접판매(수출)로 구분

되어진다. 그동안 연구는 해외직접구매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 분쟁과 소

비자구매의도(김현수, 2015; 박종현, 2015; 이종인, 2007; 이제홍 ,2015)등

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인 해외직접판매, 즉 전자상거래 수출관

련해서는 최근 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직접판매의 장애요

인과 활성화 방안, 정부지원정책 분야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까

지 부족한 실정이다.

양종권 외(2016)는 해외직접판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략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직접판매의 성장단계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시장

접근을 위한 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이준봉 외(2016)는 B2C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설문조사 등을 통

해 애로사항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개선방안으로 도출하였다. 해외직접

판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정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맞춤형 전자상거래 수출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규제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자상거래 수출관련해서 대상국가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도 있었

다. 실제로 중국은 전자상거래 수출 1위 국가로 최근 사드문제로 인한

대중국수출이 줄고 있음에도 전자상거래 분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분야에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백영미 외(2016)

의 연구에서는 중국 온라인 식품시장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였다. 중국 쇼핑몰 입점에 있어서 국내 대형 유통업체를 활용하고, 소셜

커머스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강상구 외(2015)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을 이용한 비용절감 방안,

중국에 직접 진출하여 현지화를 통해 물류와 결제서비스를 확대하는 방

안, 그리고 중국 소비자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이를 위해선 정부에서 신속수출통관과 법률, 제도의 개선 그

리고 금융부분의 전폭적인 지원정책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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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국(2015)은 한중 FTA를 활용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정부차원에서 각각의 필요 전략을 제시하였다. 정부에서는 특히

비관세장벽의 해소와 분쟁해결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류밍옌 외(2015)는 중국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선 기업들이 웹사이트 구축 시 중국어 지원과 상

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다양한 인증 및 홍보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 정부의 수출지원제도

정부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

류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의 이용도에 관한 것과 그러한 프로그램이 수

출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김인호(1999)는 중소 제조기업이 수출 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것

이 수출의 성공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오병석(2011)은 중소기업 대상 설

문조사를 통해 수출지원제도의 인지수준과 활용정도를 분석하였고,

Crick and Czinkota(1995)은 6단계의 국제화 단계에 따라 수출기업들을

분류하고 국제화 수준이 수출지원정책의 인지도 및 이용도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였으며, 정부는 수출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정책

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측면에서, 어떠한 수출기업이 정부정책을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있었는데, 박광서 외(2001)은 기업의 수출경험이 지원 정책의 이용

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기업은 수출활동을 통해 경험이 축적되

고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출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증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출지원 정책이 기업의 역량 증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

다(Seinghaus, 1986; Czinkota and Ricks, 1981). 그리고 수출지원 정책은 수출성과

에 직접적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주장이 있고(Gencturk and Kotabe, 2001), 기

업의 역량이 강화되어 수출성과에 긍정 효과를 미치는 간접 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Shamsuddoha and Ali, 2006). 박광서·김인권·안종석(2010)은 중소수출기업의

유형별 수출지원제도의 활용도는 기업의 전략적 수출성과와 수출업무 효율화에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영일(2007)과 정재승(2006)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제도 활용도가 수출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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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 분야에 있어서는 김유나(2017)는 실증분석결과 CEO

수출확대의지, 기업의 수출마케팅 역량, 온라인마케팅 역량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활용에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정부지원사업의 활

용도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3. 수출전략과 수출성과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 이외에도 기업의 수출성과가 무엇에 의해 결정

되는지 연구가 되어왔다. 기업의 수출성과를 결정짓는 요인들이 밝혀지

면, 기업들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고, 정부는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유현 외(2013)는 수출성과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한 기존의 연구를 분석

하면서 수출전략은 경영전략 이론 중 산업조직이론을 기반으로 한 환경-전략

-성과(Environment-Strategy-Performance)의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

다.(Cavusgil and Zou,1994; Cooper and Kleinschmidt,1985; Koh and

Robicheaux,1988) 또한 이후 연구자들은 자원기반이론(resources-based

view)에 기반으로 한 기업의 내부 자원과 역량이 수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흐름이 있어 왔고(Dhanaraj and Beamish 2003; Morgan,

Kaleka and Katsikeas, 2004), 수입자와 수출자와의 관계가 수출성과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관계적 관점(relational perspective)이 있다고 정

리하였다(Leonidou, Katsikeas and Hadjimarcou, 2002; Rosson and Ford,

1982; Styles and Ambler, 1994, 2000; Styles, Patterson and Ahmed, 2008).

<표2-9> 주요 수출성과 결정요인 연구16)

구분 연구자 변수 비고

산업조직이론

Cavusgil and Zou(1994),
Cavusgil et a1.(1993), 
Douglas and Craig(1989), 
Hill and Still(1984),
Julien and Ramangalahy(2003),
Katsikeas et al. (1996), 
Piercy et al.(1998)

[수출전략→수출성과]
·마케팅 4P 전략
·경쟁우위, 마케팅차별화

1980년대

자원기반이론

Aaby and Slater(1989),
Dhanaraj and Beamish(2003),
Kirpalani and Macintosh(1980),
Morgan et al.(2004), 
Zou et al.(2003)

[기업내부자원→수출성과]
·경영자 특성, 수출마케팅 
역량

1990년대

관계적 관점

Leonidou et al.(2002), 
Rosson and Ford(1982),
Styles and Ambler(1994, 2000),
Styles et al.(2008)

[당사자관계→수출성과]
신뢰, 몰입, 관계의 질 변
수

1990년대

중반

16) 한국기업의 수출성과 결정요인 통합모형 개발(산업조직이론, 자원기반이론, 관계적 

관점의 결합을 중심으로), 제2절 표1 참조; 국제경영연구 제 2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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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an et al.(2004)은 산업조직이론의 E-S-P 관점과 자원기반이론을

각 이용한 연구들은 이론적인 측면과 실증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

고 이 둘을 통합한 성과결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수출기업의 자원과

역량은 전략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그러한 전략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통해 수출성과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남유현 외(2013)는 이러한 통합 모형에 관계적 관점을 추가해 수출성

과 결정 통합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통합모형은 E-S-P 관점의 ‘환경

→ 전략 → 경쟁우위 → 수출성과’로 이어지는 모형과 RBV 관점의 ‘자

원→ 경쟁우위 → 수출성과’로 이어지는 모형, 관계적 관점의 ‘신뢰 →

몰입 → 관계의 질 → 경쟁우위 → 수출성과’ 및 관계의 질이 곧바로 수

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의 질 → 수출성과’의 경로를 통합한 형태

로 설명을 하였다.

3.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의 연구들이 첫째로, 수출과 기업의 성과, 수출기업의 수출성공요

인 그리고 수출기업의 성공요인으로 정부지원사업의 효과를 보았다면 본

연구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해서 연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기존 전자상거래 무역에 관한 연구가 전자무역의 일부로 보

는 경향과 전자상거래 성공요인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위한 질적 연구였

다면, 본 연구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고찰하고,

B2C 전자상거래 수출의 성공요인을 기존 국제무역 마케팅 선행연구의

요인들 및 기존 설문조사를17) 참고하여 수정한 변수를 사용한 실증연구이다.

세 번째, 김유나(2017)는 공공기관 온라인 수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

소기업의 특성이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였는데, 정책참

여기업 간의 비교를 하였는데 반해 본 연구는 비교집단인 정부사업 非참

여기업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B2C 전자상거래 수출 분야는 정책이 마련되기 전에 산업에서 자생적

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자기 선택에 의해 판매유형인 외부의 판매대행과

내부의 직접 판매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간의 판매 대

17) 중소기업청, 온라인 수출기업 1,688개사 대상 766개사 응답(2016.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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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업을 마케팅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마련하게 되었으며, 정부

에서 선발한 전문 판매 대행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을 지원하

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통계상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통계가 마련되

어 있지 않아, 정부지원참여기업과 非참여기업간 구분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IBK기업은행에서 판매대행기업과 직접 판매기업 모두

에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정부사업 참여기업과

비(非)참여기업을 구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출기업 중 B2C 전자상거

래 수출기업을 대상을 수출기업에서 추출하고 B2C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중에서도 판매 대행사업 참여기업과 직접 판매 기업을 구분하여 비교 분

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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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규명한다. 연구모형 설계를 위한 과정은 다

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정부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과 非참

여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진흥공단 B2C 전자상거래 수출 판매 대행사업

참여기업(이하, 판매 대행기업)으로 하고, 非 참여기업으로 IBK기업은행의

전자상거래 수출결제서비스 중 페이고스 2.0을 가입한 기업(이하, 직접 판

매기업)으로 나누었다. B2C 전자상거래 수출교육은 공공기관의 교육 참여

기업(이하, 공공교육)과 민간기업의 교육 참여기업(이하, 민간교육)으로 나

누어 비교한다. 또한 두 집단의 교차항으로 두 변수의 차이도 확인한다.

첫째, B2C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어떠한 전략을 가질 때 정부지원프

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판매 대행기업과 직접

판매기업간에 수출전략상에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연구문제 Ⅰ).

두 번째, 판매 대행기업과 직접 판매기업간에 수출성과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그룹 간 수출성과 차이에 있

어 교육기관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한다(연구문제 Ⅱ).

마지막으로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

는 영향과 그러한 영향에 있어서 두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교육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한다(연구문제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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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연구모형

종속변수는 수출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재무성과로 매출 향상도, 전자상거

래 수출 증가도, 주문건수 증가도로 하고 비재무성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만

족도와 전자상거래 수출다변화 정도, 전자상거래 수출 역량 증가로 측정한다.

독립변수는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으로 제품, 마케팅, 자원 그리고 장애요

인 인식으로 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규모(종업원 수)와 수

출기간으로 한다.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구성을 바탕으로 B2C 전자상

거래 수출전략과 수출성과에 대해 측정이 가능하도록 각 변수들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그 측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각각의 변수들은 선행

연구들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측정항목들을 통하여 본 연구에

맡에 수정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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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1.1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

기존의 수출관련 연구에 의하면 수출성과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김종훈(1997)은 수출성과로 매출성과, 수익성 성과 그리고 전반적 성과를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Cavusgil and Zou(1994)은 수출시장을 통해 산출

되는 수출증가율과 이익률 그리고 수출성과를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였

다. 전자무역 활용에 따른 수출성과를 측정한 기존 연구(심상렬·문희철,

2000)에서는 전략적 성과와 비용/효율성 성과 그리고 마케팅 성과로 나

누어 분석하여 주로 생산성 측면에서 측정되었다. 김동환(2003)은 전자

무역 도입으로 무역증가세, 비용의 감소, 무역 분쟁 감소여부를 측정하였

다. 김정권(2002)는 또한 경제적 지표로 매출액, 이익 비용 등을 측정하

고 전략적 목표로 사용되는 기업과 제품의 인지도 제고 등을 서술하였

다.

전자상거래 수출관련은 김유나(2017)는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를 나누

어 재무성과로 기업매출 향상도, 수출액 증가도, 수출계약건수 증가도로

측정하였고, 비재무성과는 제품의 해외인지도 향상도, 수출시장 다변화

정도, 기업의 해외진출역량 강화 정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Roberto

Álvarez(2004)는 국제무역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의로서 수출과 기업

의 성과사이에의 긍정적인 영향은 자기선택현상에 의해 수출로 인해 학

습효과가 아닌 경험적인 요소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출의 성과는 기업의 성과인 매출액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고 수출은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수출성과와 새로운 무역방식인 B2C

수출에 맞게 수정하여 재무성과로 매출액 증가도, B2C 전자상거래 수출

액 증가도, B2C 전자상거래 수출건수 증가도로 측정하였고, 비재무성과

로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 만족도, B2C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다변

화 정도 그리고 B2C 전자상거래 수출역량 강화 정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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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

경영전략분야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전략은 외부환경과 내부

능력의 결과라고 주장해 왔다. 남유현·이철(2013)의 수출성과 결정요인

통합모형에 따르면 기업의 외부환경과 기업의 내부 능력인 자원, 역량은

수출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수출전략은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수

출성과를 창출되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관계적 관점에 따라 해

외수입자와의 신뢰와 몰입으로 형성된 관계의 질이 경쟁우위를 거쳐 수

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유현·이철(2013)의 수출성과 결정요인 통합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 변수로 수정·

보완하여 설정하였다. B2C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수출성과 결정요인으

로 경쟁시장, 기업의 자원과 역량, 제품 원가 리더십, 마케팅차별화, 가격

/품질/서비스 경쟁우위, 그리고 전자상거래 수출 장애요인 인식도로 구성

하여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으로 통합하였다. 여기서 관계적 관점에

의한 경쟁우위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의 특성상 수입업자와의 관계보다

는 소비자 응대에 관한 전략이 보다 적합하여 서비스 경쟁우위 전략으로

보완하였다.

이러한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측정

항목을 제품전략, 마케팅전략, 자원전략 그리고 장애요인 인식도로 구분

하여 측정하였다.

1.2.1 제품 전략

기업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으로 제품전략은 원가 리더십 전략과

가격/품질/서비스 경쟁우위 전략 그리고 외부환경인 수출시장 경쟁강도

로 구성하였다.

Porter(1980, 1985)의 연구에 의하면, 수출기업의 전략은 시장에서의

경쟁전략을 의미하며 원가리더십 전략과 차별화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제품전략으로서 원가 리더십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원가절감의 노력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을 사용하였다(Aulakh et al., 2000; Whit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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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an, et al.(2004) 연구를 토대로 수출시장 경쟁우위는 가격 수출시

장 경쟁우위는 가격 경쟁우위와 품질 경쟁우위로 나누었으며, 가격 경쟁

우위는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측정하였고, 품질 경쟁우위는 제품 품

질, 신뢰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수출시장 경쟁강도는 경쟁강도 측정지표

를 사용하여 해외시장에서의 판매경쟁과 가격경쟁 강도로 측정하였다.

1.2.2 마케팅 전략

기업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으로 마케팅 전략은 경쟁우위전략으

로서 서비스 경쟁우위전략 그리고 시장 경쟁전략으로서 차별화 전략으로

구성하였다.

서비스 경쟁우위는 Morgan, et al.(2004) 연구를 바탕으로 수출포장 서

비스, 해외고객 응대를 위한 언어능력과 서비스 품질, 고객 응대 매뉴얼

보유로 측정하였다. 특히, 수출포장은 제품의 경쟁우위 보다는 해외 고객

을 위한 해외배송에 적합한 품질의 포장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국내 판매

와 다른 독특한 포장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경쟁우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으로 구성하였다.

Aulakh et al.(2000)은 수출시장 경쟁 전략으로 차별화 전략은 수출시

장에서 제품, 브랜드, 광고와 촉진, 마케팅, 서비스의 차별화 정도로 구성

된다고 하였다.

B2C 전자상거래 수출은 인터넷 상으로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광고와 키워드 마케팅 전략이 수출전략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18)

기존의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홍석준과 정성환(2008)은 국내 카메라 제

조회사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검색엔진최적화 (SEO)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검색엔진 기술에 최적화된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사이트의 디자인과 주된 콘텐츠 및 키워드를 확인하

여 키워드로 추적해 기존에 어떤 콘텐츠와 URL, 검색엔진으로 이용자들

에게 전환되었는지 검증작업을 실시하는 검증(Identify)과, 디자인 수정사

항을 추천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된 디자인을 적용하며 콘텐츠와 키워드

를 실행 검증하고, 트래픽(Traffic)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

18) 중소·중견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진흥공단(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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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 디자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Ravi Sen(2005)은 검색엔진마케팅 전략으로 키워드 및 배너광고, Paid

Submission, Paid Listing과 Paid Inclusion, 검색엔진최적화(SEO), Paid

Placements(PP)를 제시하였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웹사이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검색엔진최적화, Paid Placement만으로 할 때, 두 전략을

함께 취했을 때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시훈과 김경수(2008)는 인터넷 검색광고의 유형이 광고효과에 미치

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검색광고의 위치에 따른 광고효

과의 차이를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지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

펴본 결과, 높은 지식수준을 가진 응답자들이 상단에 위치한 검색광고에

대한 클릭의도가 하단에 위치했을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이상진과 강효원(2009)은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수출기업의 인터넷마케

팅 성과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들의 실증데이

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방문자 중 신규방문자가 차지하

는 비율이 73.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분석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검

색엔진을 통한 검색트래픽이 눈에 띄게 증가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

였다. 또한 페이지뷰 분석을 통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페이지뷰 수치

가 떨어지고 있어 홈페이지 업데이트 주기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검색트래픽을 통해 신규방문자의 유입이 절대적인

수치를 차지하여 신규방문자 유치에 검색엔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에 맞게 차별화 전략으로 해외 광

고 채널인 해외오픈마켓 자체 광고, 구글 등 검색사이트 광고 전략과 브

랜드 정체성 확보와 이를 통한 검색엔진최적화 활용도를 측정하였다.

1.2.3 자원 전략

B2C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자원으로는 과거 연구를 참조하여 재무적

자원, 물리적 자원, 인적자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Chatterjee and

Wernerfelt, 1991; Galbreath, 2005; Morgan et al., 2004)

재무적 자원은 B2C 수출에 필요한 수출금융 이용의 용이성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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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물리적 자원은 수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의 중요성, IT 기술과 장비 그

리고 IT 분야 노하우를 측정하였다. B2C 수출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

소19)로서 인식되는 물류 프로세스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인적 자원은 지

식의 정도와 역량으로 측정하였다. 지식은 특히 연구문제로 다루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뿐 아니라, 기존의 결제방식

과 다른 전자상거래 결제방식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식은 B2C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및 진출방법, 결제시장 및 이

용방법에 대한 지식의 정도 등을 측정하였다. 역량의 경우, 남유현·이철

(2013)이 구분한 구성개념에 따라 시장감지역량과 시장대응역량 그리고

학습/흡수역량으로 구분하였다. Ambrosini, Bowman and Collier(2009)는

시장감지역량(market sensing capability)을 시장의 변화를 인식하고 필

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B2C 수출기업이 진출한 쇼핑몰의 정책변화를 신속히 파

악하는 지를 시장감지역량으로 측정하였다 Johnson, Lee, Saini and

Grohmann(2003)은 시장대응역량(market response capability)을 시장의

변화에 대하여 빠르게 내부 자원과 역량을 재조직하고 새로운 자원을 확

보하여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역량이라고 하였다. B2C 전자상

거래 수출은 동일한 쇼핑몰에서 기업들이 같은 제품으로 경쟁할 수도 있

으며, 경쟁 기업들 간의 전략을 쇼핑몰에서 숨길 수 없이 보여 진다. 따

라서 B2C 수출기업이 진출한 쇼핑몰의 경쟁기업들의 전략변화를 대처하

는 지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 및 흡수역량(Learning &

absorbing capability)은 Yeung, Ulich, Nason and Von Glinow(1999) 연

구에서 다룬 기술과 경험, 경영역량에 대한 지식 등에 대한 학습 및 흡

수 역량으로 하였다. 특히, B2C 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 기존 오프라인

수출기업의 경우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여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

는 외부의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흡수하거나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기존에 학습 및 흡수 역량은 B2C 전자상거래 수출 분야로 접목하

여 외부 파트너와 제휴 또는 협력하는지 정도를 학습 및 흡수역량으로

측정하였다.

19) 중소·중견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진흥공단(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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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장애요인 인식도

정창근(2001)의 연구에 의하면, 중소기업 수출에 있어서 해외 시장 지

출시 예상되는 장벽으로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해외

시장의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인 측면, 수출업무의 관리 및 언어문제와

같은 업무적인 측면, 자본의 한정과 수출마케팅 지식의 결여 등의 조직

적인 측면 그리고 제품의 현지화 어려움 등의 제품/시장 측면이 수출 장

벽으로 인식되고 이러한 장벽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극복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B2C 전자상거래 수출은 기존의 수출방식과 시장과 대상이 다르기 때

문에 기존이 수출장벽이 B2C 전자상거래 수출에 있어 어려움으로 해석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마케팅

자본의 부족과 인력의 부족을 측정하고, 시장 측면에서는 환율의 민감성

과 시장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측정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안 실태조사20)에 따르면 주

로 쇼핑몰 입점의 어려움과 고객 응대 및 상후관리의 어려움 등 업무적

인 측면을 장애요인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업무적인 측면

으로는 수출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언어문제를 측정하였다.

1.3 통제변수

Wagner(2001)는 규모의 경제와 전문화에 기여한 이점들이 자본시장에

서 재무적 자원에 더 좋은 접근을 제공하고 위험관리 능력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고, Roberts and Tybout (1997) and Bernard and Jensen

(1999)은 국제시장에 진입하는 매몰비용이 규모가 큰 수출성공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즉 기업의 규모는 수

출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Roberto Álvarez(2004)에 의하면 기업의 초기

수출경험은 수출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수출의 경험이 B2C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고자 기업의 규모로 종업원 규모로, 수출의 경험은

수출기간 변수로 통제하였다.

20) 중소·중견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진흥공단(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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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측정문항의 구성

본 연구는 국내 수출중소기업을 B2C 수출 유형으로 구분하여 해외 오

픈마켓에 직접 진출하여 수출하는 기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B2C 판매

대행 사업에 참여하여 간접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B2C 수출전략 특

성 간 차이를 살펴보고 그러한 B2C 수출전략이 B2C 수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 B2C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표3-1>와 같이 설문문항을 작성하고 리커드형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3-1> 설문측정항목의 구성

수출성과 측정내용 문항 관련문헌

재무

매출액 증가도 재무1 Cavusgil
and 
Zou
(1994)

Roberto
Álvarez
(2004)

김종훈
(1997)

김동환
(2003)

김정권
(2002)

김유나
(2017)

B2C 전자상거래 수출액 증가도 재무2

B2C 전자상거래 수출건수 증가도 재무3

비재무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 만족도 비재무1

B2C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다변화 정도 비재무2

B2C 전자상거래 수출역량 강화정도 비재무3



- 28 -

수출전략 측정내용 문항 관련문헌

제품
전략

원가
리더십
전략

원가 절감을 강조함 제품1 Porter
(1985)
Aulakh
et al.
(2000)
White
(1986)

원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함 제품2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함 제품3

품질
경쟁
우위

제품의 품질이 우수함 제품4

Morgan,
et al.
(2004)

제품을 신뢰할 수 있음 제품5

가격
경쟁
우위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있음 제품6

수출시장
경쟁강도

해외시장에서 판매경쟁이 치열함 제품7

해외시장에서 제품 가격경쟁이 치열함 제품8

마케팅
전략

서비스
경쟁
우위

수출포장 서비스가 우수함 마케팅1

Morgan,
et al.
(2004)

고객응대를 위한 언어능력과 서비스
가 우수함

마케팅2

고객 응대 매뉴얼이 우수함 마케팅3

차별화
전략

오픈마켓 광고를 늘림 마케팅4

Aulakh
et al.
(2000)

검색사이트 광고를 늘림 마케팅5

브랜드 정체성 확보를 강조 마케팅6

SEO 활용도가 우수함 마케팅7

자원
전략

재무적
자원

수출금융 이용이 용이함 자원1
Chatterjee
and
Wernerfelt
(1991)
Galbreath
(2005)
Morgan 

물리적
자원

해외 인증을 강조함 자원2

IT 활용 기술과 장비를 보유함 자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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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분야에서 노하우(기술, 경험)이 많음 자원4

et al., 
(2004)인적

자원

물류 프로세스가 효율적임 자원5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및 진출방법에서
지식이 많음

자원6

전자상거래 결제시장 및 이용방법에서
지식이 많음

자원7

시장
감지
역량

진출한 쇼핑몰의 정책변화를 신속 파악 자원8

Ambrosini,
Bowman
and 
Collier
(2009)

시장
대응
역량

진출한 쇼핑몰의 경쟁기업들의 전략
변화에 신속히 대처

자원9

Johnson,
Lee, Saini
and
Grohmann
(2003)

학습
흡수
역량

외부 파트너와 제휴, 협력 능력이 높음 자원10

Yeung,
Ulich,
Nason
and
Von
Glinow
(1999)

장애요인

조직

전자상거래 수출 마케팅에 사용될
자본의 부족

장애1

정창근
(2001)

전자상거래 수출 전문인력 부족 장애2

시장
환율 변동성 장애3

쇼핑몰 시장 및 진출국가 정보 부족 장애4

업무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정책의 부족 장애5

고객 응대시 언어능력 부족 장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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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가설

본 절에서는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Ⅰ] 정부지원프로그램 참여 결정요인

1.1 수출전략 분석

본 연구에서는 B2C 수출기업이 어떠한 수출전략을 가지고 있을 때

B2C 수출유형을 선택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B2C 수출은 새로운 수출방식으로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방식임에도 많은

수출중소기업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있고, 활용에도 애로사항이 있다.21)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B2C 판매 대행회사를 통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B2C 판매대행 프로그램이 기업

의 자체 역량을 키우고 수출성과를 창출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다.

직접 판매는 해외 쇼핑몰에 입점하여 수출한다는 의미를 말하며 기업

의 쇼핑몰 계정으로 수출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판매

대행은 기업의 계정이 아닌 판매대행회사의 계정을 통해서 입점하고, 판

매대행회사는 수출대금을 입금 받아 지원기업에게 정산해주는 것을 말한

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두 가지의 B2C 수출유형이 존재하며, IBK기업은

행의 페이고스 정산시스템을 확인해보면 Kmall24는 입점기업을 대신하

여 한국무역협회가 해외쇼핑몰에 계정을 생성하고 해당 판매대금을 IBK

기업은행을 통해서 정산하면서 입점기업의 간접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B2C 판매대행 프로그램에 참여를 결정하는 데는 수출중소기업

의 역량이 부족하여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지 아니면 경영 전략적 판단

으로 역량과는 무관하게 정부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1) 중소·중견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진흥공단(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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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은 정부지원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모델

22)

X : 수출전략 (제품, 마케팅, 자원, 장애요인)

Y : B2C 수출유형 (직접판매 = 1, 판매대행 = 0)

Roberto Álvarez(2004)는 스페인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을 일

시적으로 하는 기업과 영구적으로 하는 기업 간 비교를 통해 정부사업을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영구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정부

사업 참여에 더 적극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2C 전

자상거래 수출에 있어서 판매 대행 사업을 참여 결정에 어떠한 수출전략

이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2 수출전략 차이분석

가설 1에서는 수출중소기업이 B2C 전자상거래 수출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직접 판매를 할 것인지 정부의 B2C 판매대행 프로그램에 참

여할 것인지는 기업의 수출전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두 집단은 해외 쇼핑몰 입점을 직접 개설하여 수출대금

을 직접 수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정부지원프로그램인 B2C 전

자상거래 수출 판매 대행 사업은 판매대행회사의 계정을 통해 수출이 이

루어지며 판매대행회사에게 성과목표를 부여한다.23) 따라서 판매 대행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수출전략에 있어서 마케팅과 자원 전략 부분은 직

접 판매기업보다 적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만, 제품전략에 있어서는 마

케팅과 자원 확보에 대한 노력보다 제품 개발 노력을 더 할 것으로 보아

직접 판매기업보다 클 것으로 가정하였다.

Roberto Álvarez(2004)는 영구적으로 수출하는 기업보다 일시적으로 수

출한 기업이 글로벌 사업 진출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B2C 전자상거래 수출에 있어서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고, 판매

대행기업의 경우 B2C 전자상거래 수출을 더 어려워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22) Roberto Alvarez E(2003), Sources of export succes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3 (2004) 383–400

23) 중소벤처기업부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사업 공고



- 32 -

가설 2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기업간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 

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기업간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통제변수
기업규모 (종업원수)

수출경험 (수출기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의 수출전략에 통계적인 차이를 확인

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Ⅱ]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기업간 수출성

과 차이 비교

현재 정부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 판매대행 사업 평가는 사업에 참여

한 판대 대행기업의 수출성과를 중소기업 평균 수출증가율 대비 사업 참

여기업의 수출증가율로 측정하고 있다.24) 이러한 평가지표는 B2C 전자

상거래 수출 기업이 정부사업 참여했을 때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하

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중소기업 평균 수출증가율에는 오프라인 수출과

전자상거래 수출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수출을 하는 중

소기업의 평균 수출증가율로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다만 현

재 B2C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은 관세청의 수출 통관실적만으로 집계될

수 없어25) 비교할 만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전체 중소

기업의 평균 수출증가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부 사업을 참여한 기업과 참여하지 않는 기업

을 구분 할 수 있었기에 다른 그룹 간 수출성과를 비교하고자 다음과 같

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B2C 전자상거래 수출은 새로운 수출방식으로 인식되어 많은 중소기업

들이 해당 수출방식을 교육 받기를 원한다.26) 이러한 시장의 니즈에 따

24)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수출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 사업 공고(2017)

25) B2C 수출의 특성상 다품목 소량수출로 관세법상 수출신고 누락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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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 주요내용 비고

중진공
해외쇼핑몰 입점교육 및 실습 

멘토링
연간 1회(2017, 시범사업)

코트라 스타트업 아마존 입점 교육 연간 2~3회(2016~현재)

IBK 기업은행

한국무역협회

해외쇼핑몰 입점 교육 및 실습 

멘토링
연간 1회(2017~현재)

민간영역 주요내용 비고

H 아카데미
해외 쇼핑몰 입점 

및 창업

온라인평생교육원

G 창업연구소 온·오프라인 교육

N 아카데미 해외쇼핑몰 창업

인터넷카페

(이베이, 아마존)

해외 쇼핑몰 입점 

및 마케팅

해외 쇼핑몰 운영 

노하우

해외쇼핑몰 운영 실무

라 민간 영역에서도 B2C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부도 2015년부터 공공기관을 통하여 중소기업

의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표3-2> 정부지원 교육사업

<표3-3> 민간 교육사업

임용석(2016)은 중소기업의 해외수출교육과 해외수출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서 해외수출교육에 대한 내부지지와 중요성 그리고 참여는 해외수

출 가능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B2C 전자상거래

수출관련 교육에 참여한 기업은 B2C 수출유형간 수출성과 비교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민간이 주도한 교육사업과 정부가 주도한 교육

사업에 참여한 기업 간에도 수출성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한 정부 지원 사업 참여기업과 비(非) 참여

기업 간 수출성과 차이에 있어서 교육기관의 차이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가정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26) 중소·중견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진흥공단(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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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기업간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

차이에는 교육기관 차이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교집단
직접판매, 판매대행

민간교육, 공공교육

통제변수
기업규모 (종업원수)

수출경험 (수출기간)

가설 5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은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1 제품전략은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2 마케팅전략은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3 제품전략은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제

변수

기업규모 (종업원수)

수출경험 (수출기간)

[연구문제 Ⅲ]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남유현·이철(2013) 연구에 의하면 수출시장의 경쟁강도와 기업의 자원

과 역량는 수출기업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수출기업의 전략은

수출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게 되어(Porter, 1980, 1985; Day and

Wensley, 1988), 높은 성과를 창출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기업이 제공

하는 가치가 다른 경쟁 기업에 비해 우월하게 되어야 고객이 구매할 의

사에 영향을 미치고 수출성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Cavusgil and

Zou, 1994; Karnani, 1984; Morgan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주제로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수출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정부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프로그램

인 B2C 전자상거래 수출 판매 대행사업 참여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B2C 전자상거래 수

출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B2C 전자상거래 수출 교육 기

관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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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6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기업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6-1
제품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

기업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6-2
마케팅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

기업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6-3
자원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

기업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통제

변수

기업규모 (종업원수)

수출경험 (수출기간)

가설 7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교육기관 유형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통제

변수

기업규모 (종업원수)

수출경험 (수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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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구분
전체 

표본 수
회수 

설문지
회수율

유효 
설문지

비고

온라인

판매대행 1,518 111 7% 105 6개 제외

직접판매 554 108 19% 105 3개 제외

제4장 실증분석

제 1 절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전자상거래 수출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해 관련 요인들

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영향 요인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과

정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업은 B2C 전자상거래 수출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 판매 대행 사업 참여 기업(판

매 대행기업)과 IBK기업은행의 전자상거래 결제서비스인 페이고스 가입

기업 중 해외쇼핑몰 직접입점기업(직접 판매기업)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서 판매 대행 기업은 정부지원프로그램 참여한 기업으로 하고 직접 판매

기업은 비(非)참여기업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기업 대표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수행되었으

며, 판매 대행기업 1,518개, 직접 판매기업 554개 기업에게 배포하여 각

각 111부, 108부 총 219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에서 모든 문항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자료 9부를 제외하고, 총 210부를 최종 분

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지 회수현황은 <표>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4-1> 설문지 회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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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서 응답자의 특성은 <표4-2>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성별 분포는 남성이 166명(79%), 여성이 44명(21%)이고, 연력은 20대가

12명(5.7%), 30대가 93명(44.3%), 40대가 65명(31%), 50대가 28명(13.3%),

60대 이상 12명(5.7%)이 응답을 하였다.

<표4-3>을 보면, 응답한 중소기업은 주로 화장품(27.1%), 생활용품 및

자동차 용품(23.3%), 음·식료품(13.3%)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대행

기업은 음·식료품이, 직접 판매 기업은 사무·문구용품을 더 많이 취급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는 10명 이하가 166명(79%)으로 가장 많

았으며, 수출담당 직원은 1명(54.3%)이고, 수출담당 직원이 없는 기업도

53개(25.2%)로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인력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업

력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84명(40%)이고 수출기간 역시 1년 이상-3년

미만이 88명(41.9%)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판매 대행 기업이 업력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4>을 통해 B2C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을 보면, B2C 전자상거래

수출기간은 1년 미만이 91명(43.3%)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3년 미만

도 85명(40.5%)으로 대체로 수출기간이 짧았고 직접 판매 기업이 B2C 수

출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매출액은 1억 미만이 61명

(29%)이고 1억 이상-5억 미만 64명(30.5%)이고, 전년도 매출액 대비 B2C

전자상거래 수출액 수준은 10% 이하 100명(47.6%)으로 가장 많이 나타

났다. 직접 판매기업의 경우 51% 이상-100% 미만이 40명(38.1%), 100%

도 30명(28.6%)으로 확인되어, 판매 대행보다 직접 판매 기업이 B2C 전

자상거래 수출이 회사의 주력매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B2C 전자상거래 진출 형태는 해외쇼핑몰 입점하는 형태가 138명(65.7)

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소비자가 자주 방문하는 해외 쇼핑몰로 직접 입

점하여 판매하기 원하는 수출기업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B2C 전자상

거래 교육 기회는 적은 것으로 보이나, 직접 판매기업의 경우에는 민간교

육을 4회 이상 34명(32.4%)으로 민간 교육을 자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 대행기업의 경우에는 정부 교육을 1회 받은 기업이 41

명(39%)으로 정부사업 참여한 기업은 정부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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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
판매대행 직접판매 전체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주력
판매
상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2 1.9 2 1.9 4 1.9 

가전·전자·통신기기 7 6.7 5 4.8 12 5.7 

소프트웨어 0 0.0 1 1.0 1 0.5 

서적 0 0.0 0 0.0 0 0.0

사무·문구 1 1.0 11 10.5 12 5.7 

음반·비디오·악기 0 0.0 1 1.0 1 0.5 

의류·패션 및 관련상품 5 4.8 11 10.5 16 7.6 

스포츠·레저용품 3 2.9 0 0.0 3 1.4 

화장품 29 27.6 28 26.7 57 27.1 

아동·유아용품 5 4.8 8 7.6 13 6.2 

음·식료품 20 19.0 8 7.6 28 13.3 

농축산물 2 1.9 1 1.0 3 1.4 

생활용품 및 자동차용품 22 21.0 27 25.7 49 23.3 

기타 9 8.6 2 1.9 11 5.2 

종업원
수

10명 이하 82 78.1 84 80.0 166 79.0 

11-20명 이하 11 10.5 16 15.2 27 12.9 

21-50명 이하 8 7.6 4 3.8 12 5.7 

51-100명 이하 2 1.9 1 1.0 3 1.4 

101명 이하 2 1.9 0 0.0 2 1.0 

수출
담당

직원수

없음 32 30.5 21 20.0 53 25.2 

1명 56 53.3 58 55.2 114 54.3 

2명 13 12.4 13 12.4 26 12.4 

3명 4 3.8 9 8.6 13 6.2 

4명 이상 0 0.0 4 3.8 4 1.9 

업력

1년 미만 2 1.9 8 7.6 10 4.8 

1년 이상-3년 미만 33 31.4 51 48.6 84 40.0 

3년 이상-10년 미만 43 41.0 37 35.2 80 38.1 

10년 이상-20년 미만 20 19.0 7 6.7 27 12.9 

20년 이상 7 6.7 2 1.9 9 4.3 

<표4-3> 중소기업 기본 사항

항목 문항
판매대행 직접판매 전체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성별
남 82 78.1 84 80.0 166 79.0 

여 23 21.9 21 20.0 44 21.0 

나이

20대 4 3.8 8 7.6 12 5.7 

30대 45 42.9 48 45.7 93 44.3 

40대 30 28.6 35 33.3 65 31.0 

50대 19 18.1 9 8.6 28 13.3 

60대 이상 7 6.7 5 4.8 12 5.7 

총 105 100.0 105 100.0 210 100.0

<표4-2> 응답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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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간

1년 미만 39 37.1 24 22.9 63 30.0 

1년 이상-3년 미만 39 37.1 49 46.7 88 41.9 

3년 이상-10년 미만 18 17.1 29 27.6 47 22.4 

10년 이상-20년 미만 8 7.6 2 1.9 10 4.8 

20년 이상 1 1.0 1 1.0 2 1.0 

항목 문항
판매대행 직접판매 전체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B2C
수출
기간

1년 미만 58 55.2 33 31.4 91 43.3 

1년 이상-3년 미만 35 33.3 50 47.6 85 40.5 

3년 이상-10년 미만 10 9.5 22 21.0 32 15.2 

10년 이상-20년 미만 2 1.9 0 0.0 2 1.0 

20년 이상 0 0.0 0 0.0 0 0.0

전년도
매출액

1억 미만 28 26.7 33 31.4 61 29.0 

1억 이상-5억 미만 31 29.5 33 31.4 64 30.5 

5억 이상-10억 미만 19 18.1 25 23.8 44 21.0 

10억 이상-20억 미만 9 8.6 8 7.6 17 8.1 

20억 이상 18 17.1 6 5.7 24 11.4 

전년도
매출액
대비
B2C

수출액

10% 이하 83 79.0 17 16.2 100 47.6 

11% 이상-30% 미만 16 15.2 10 9.5 26 12.4 

31% 이상-50% 미만 2 1.9 8 7.6 10 4.8 

51% 이상-100% 미만 3 2.9 40 38.1 43 20.5 

100% 1 1.0 30 28.6 31 14.8 

B2C
수출
국가
수

1개국 이하 57 54.3 19 18.1 76 36.2 

2-5개국 40 38.1 64 61.0 104 49.5 

6-10개국 6 5.7 14 13.3 20 9.5 

11-15개국 1 1.0 1 1.0 2 1.0 

16개국 이상 1 1.0 7 6.7 8 3.8 

B2C
진출
형태

해외쇼핑몰 입점 64 61.0 74 70.5 138 65.7 

국내쇼핑몰 입점 37 35.2 14 13.3 51 24.3 

독립쇼핑몰 운영 4 3.8 17 16.2 21 10.0 

B2C
수출
교육
(민간)

없음 52 49.5 12 11.4 64 30.5 

1회 31 29.5 20 19.0 51 24.3 

2회 11 10.5 30 28.6 41 19.5 

3회 5 4.8 9 8.6 14 6.7 

4회 이상 6 5.7 34 32.4 40 19.0 

B2C
수출
교육
(정부)

없음 47 44.8 60 57.1 107 51.0 

1회 41 39.0 27 25.7 68 32.4 

2회 10 9.5 8 7.6 18 8.6 

3회 2 1.9 2 1.9 4 1.9 

4회 이상 5 4.8 8 7.6 13 6.2 

<표4-4> B2C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 40 -

3. 자료의 분석방법

회수된 설문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 분석 도구로는 사회과

학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Vision

23)과 Stata 14.2를 이용하여 수집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과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확인하기 위해

SPSS (Vision 23)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인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인 제품, 마케팅, 자원 그리고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변수를 대상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및

Cronbach’s Alpha 값 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어떠한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정부의 B2C 전자상거래 수

출 지원 프로그램인 ‘B2C 전자상거래 수출 판매 대행사업’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빗 모형을 Stata 14.2로 분석하였

다. 정부사업에 참여하는데 중요하게 생각되는 수출전략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설문에서 사용한 항목의 모든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통계적으로 B2C 전자상거래 수출 판매 대행사업 참여한 판매

대행기업과 비(非) 참여기업인 직접 판매기업간 수출전략에 차이가 있는

지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확인하였다.

넷째, B2C 전자상거래 수출 판매 대행사업 참여한 판매 대행기업과 비

(非) 참여기업인 직접 판매기업간 수출성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고, 그러한 차이에 기업의 규모와 수출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수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 지 확인하고, 정부사업 참여여부와 교육 참여여부에 있어 차이가 조

절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제 2 절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측정 결과를 신뢰하기

위해선 측정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측정변수가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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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서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인분

석(Factor Analysis)과 내적 일관성 분석(Internal Consistency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변수의 타당성 분석 (Factor Analysis)

설문의 문항을 통해 7개27)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총 분산이 61.1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 KMO 측도가 0.832로 높게 나타났다.

Kaiser-Meyer-Olkin의 KMO 통계량은 전체자료, 개별 자료의 표본 적합

도 평가이다. 표본적합도의 적용 기본은 0.7 이상28)이면 요인분석에 적합

한 표본으로 판단한다.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은 요인분석에 이용될 변

수들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인지 아닌지 평가한다. 즉, 변수들이 서로 독립

적인지 아닌지를 검정한다. 단위행렬일 경우 변수들은 상호 독립적이며 상

관관계가 없다. 이때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귀무가설은 ‘변수들의 관계

가 단위행렬이다.’이며 그 검정통계량이 근사 카이제곱이다. <표>에서 최

하단에 표기된 p-value가 0.1, 0.05, 0.01 보다 작은 0.000으로 나타났기 때

문에 1% 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게 되고, 이는 귀무가

설이 기각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변수 간의 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ong(2016)29)의 제안보다 다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요인 추출 기준을 공통성과 요인적재량이 모두 0.5 이상로 제한하였다.

<제품 1, 2>30)는 원가와 품질 그리고 시장경쟁 개념 둘 중 주성분을 비교

27) Hair et al.(1995)이 제안한 사회과학에서 누적분산비율(누적설명분산)이 적어도 

50~60% 정도가 되어야한다는 제안을 반영하였다.(Hair, J. E. Jr., R. E. Anderson, R.

L. Tatham and W. C. Black(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4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28) Kaiser, H. F.(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 31-36.,

Hutcheson, G and Sofroniou, N.(1999), “The Multivariate Social Scientist:

Introductory Statistics Using Generalized Linear Models,” Sage Publication.

29) Song, J. J.(2016), Statistical analysis method on SPSS/AMOS, 2nd edition, 21

Century Book.

30) 제품1(원가:0.494, 시장:0.557), 제품2(원가:0.519, 시장: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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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제품 마케팅 자원

장애
요인

수출
성과

공통성원가
품질

시장
경쟁

차별화
전략

물리적
자원 

인적자
원

역량

제품

3 0.593 0.213 0.034 -0.260 0.330 0.080 0.127 0.596 

4 0.729 -0.017 0.110 0.184 -0.170 0.111 0.079 0.625 

5 0.804 -0.045 0.045 0.144 -0.148 0.096 0.046 0.705 

7 -0.016 0.837 0.108 0.007 0.151 -0.017 0.163 0.761 

8 -0.024 0.858 0.049 0.125 0.074 0.021 0.121 0.775 

마케팅

4 -0.033 0.268 0.700 0.039 0.140 -0.028 0.253 0.649 

5 0.019 0.120 0.821 0.087 0.068 -0.114 0.168 0.742 

6 0.390 -0.147 0.603 0.156 0.048 0.082 -0.071 0.576 

7 0.106 0.079 0.659 0.250 0.268 -0.114 0.150 0.621 

자원

2 -0.046 -0.009 0.041 0.710 0.114 -0.082 0.003 0.527 

3 -0.018 0.126 0.298 0.686 0.264 -0.037 0.061 0.650 

4 -0.002 0.023 0.368 0.637 0.347 0.014 -0.085 0.670 

5 -0.027 0.191 0.162 0.103 0.769 -0.097 0.251 0.738 

6 -0.017 0.011 -0.009 0.261 0.751 -0.105 0.082 0.651 

7 -0.060 0.146 0.078 0.087 0.839 -0.050 0.249 0.807 

8 0.065 0.185 0.230 0.152 0.735 -0.067 0.324 0.763 

9 0.036 0.144 0.179 0.070 0.702 -0.116 0.427 0.747 

장애

요인

4 -0.014 0.119 -0.098 0.207 -0.203 0.686 -0.180 0.611 

5 -0.112 0.339 -0.036 -0.055 0.128 0.540 0.283 0.520 

재무

1 0.179 0.053 0.047 -0.012 0.056 -0.083 0.745 0.603 

2 -0.010 0.024 0.058 -0.008 0.210 -0.070 0.901 0.866 

3 -0.011 0.097 0.084 -0.028 0.194 -0.142 0.887 0.862 

비재무
1 -0.125 0.080 0.164 0.150 0.203 -0.053 0.652 0.541 

3 0.015 0.124 0.133 0.043 0.343 -0.166 0.708 0.682 

고유값 2.905 3.189 2.795 2.627 4.453 2.160 4.489

설명비율 7.851 8.619 7.553 7.101 12.034 5.839 12.133

누적설명

비율
40.637 32.786 48.190 55.291 24.167 61.130 12.133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0.832

Bar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근사 카이제곱: 4555.977, 자유도: 666, p-value: 0.000

하기 어려워 제외하였으며, <제품 6>, <마케팅 1, 2 및 3>, <자원 1, 10>,

<장애 1, 2, 6> 그리고 <비재무 2>는 요인적재량과 공통성 모두 0.5 이하로

삭제하였다. <장애3>은 제품의 시장경쟁 개념으로 포함되어 삭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변수는 다음 <표4-5>와 같으며, 해당 변수

에 대해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4-5> 요인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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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도 분석

신뢰성이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같거나 유사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반복 측정할 경우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말

한다. 신뢰도 분석은 어떤 측정 결과가 부정확한 측정 자료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결과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 신뢰도의 분석방

법은 재검증법, 복수양식법, 반분법 그리고 내적 일관성 분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내적 일관성 분석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항목인 경우

에 그 측정결과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일관성이 없는

항목, 즉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서 배제시켜 각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한 요인분석을 토대로 요인 군별로

Cronbach’s Alpha(α)를 이용하여 복수의 문항으로 측정된 개념들에 대한

측정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공

통성과 요인적재량의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된 변수들은 정량적 평가에

대한 설문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리커트 척도화에 대한 합리성을 평

가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문항

들의 내적 일치도를 평가하였다.

Cronbach’s alpha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인 기초연구 단계

에서 Cronbach’s Alpha(α)은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다. Cronbach’s Alpha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들 간의 내적

일치도가 높으며, Cronbach’s Alpha가 높으면 해당 문항들을 합하는 방

법 등으로 척도화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는 0에서 1사

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해석되며, 0.6을 기준

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체 개별 항목에서 Cronbach’s alpha가 0.6보다 작아 신뢰도의 유의성

이 의심되는 결과가 일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각 항목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고려할 때 장애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요인의 신뢰도는 양호

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전략 중 <장애요인>31)의 경우 Cronbach’s

Alpha가 0.533으로 0.6 이하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마케팅 6>과 <자원2,3,4,6>, <재무1>은 요인분석에 의해 문항이

31) 장애요인 Cronbach’s Alpha값: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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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Cronbach’s alpha 

개별 전체

수출
전략

제품

운영의 효율성(제품3) 0.632 

0.641

제품의 품질(제품4) 0.625 

제품의 신뢰성(제품5) 0.633 

판매경쟁정도(제품7) 0.489 

가격경쟁정도(제품8) 0.501 

마케팅

오픈마켓 광고 활용도(마케팅4) 0.718

0.793검색사이트 광고 활용도(마케팅5) 0.629

SEO 활용도(마케팅7) 0.787

자원

물류 효율성(자원5) 0.899

0.914
결제시장에 대한 지식(자원6) 0.887

해외 쇼핑몰에 대한 지식(자원8) 0.881

경쟁사에 대한 지식(자원9) 0.887

수출
성과

재무
성과

B2C 전자상거래 수출액(재무2) -
0.964

B2C 전자상거래 수출건수(재무3) -

비재무
성과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 만족도(비재무1) -
0.718

B2C 전자상거래 수출역량 정도(비재무3) -

<표4-6> 신뢰도 분석 결과

삭제될 경우의 Cronbach’s Alpha가 전체의 Cronbach’s Alpha보다 클 경

우 해당 변수는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표4-6>와 같은 변수

를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3.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분석한 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어떤 방향이고,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은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확인코자 Pearson의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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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제품 마케팅 자원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제품 1.000 

마케팅 0.287*** 1.000 

자원 0.336*** 0.444*** 1.000 

재무성과 0.230*** 0.321*** 0.526*** 1.000 

비재무성과 0.225*** 0.387*** 0.594*** 0.731*** 1.000 

주: ***, **, *

변수명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왜도 첨도

제품
전략

원가
제품1 210 2.724 1.054 0.000 4.000 -0.444 -0.318

제품2 210 3.086 0.970 0.000 4.000 -0.968 0.567

품질

제품3 210 3.238 0.918 0.000 4.000 -1.203 1.360

제품4 210 3.338 0.748 1.000 4.000 -0.851 0.002

준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이 발견되면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32)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4-7>에서 보듯

종속변수인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독립변수들 상호간의

상관관계가 0.80이상인 변수들이 없기 때문에 다중회귀분석 시 다중공선

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독립변수인 수출전략 변수인 제품,

마케팅, 자원전략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원으로 구성되는

항목의 경우 재무·비재무성과의 상관계수가 0.526, 0.594로 가장 크게 나

타나 자원과 재무·비재무성과 간의 강한 동조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4-7> 상관관계 분석 결과

4.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기초통계는 <표4-8>와 같다.

<표4-8> 변수의 기초 통계량33)

32) 다중공선성이란 독립변수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독립변수들간의 높은 상

호관련성으로 인해 종속 변수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

한다. 특히 A.H. Studenmund(2001)는 심각한 다중공선성이 회귀계수의 분산을 증가

시킴으로써 정확한 추정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상관계수가 0.80이상이면 다

중공선성의 위험을 우려할 만하다고 한다.

33) 수출전략(제품, 마케팅, 자원, 장애요인)의 경우 1-5의 문항을 0-4로 전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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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제품5 210 3.367 0.708 1.000 4.000 -0.743 -0.363

제품6 210 2.438 1.006 0.000 4.000 -0.170 -0.436

경쟁강도
제품7 210 2.824 1.195 0.000 4.000 -0.810 -0.263

제품8 210 2.838 1.215 0.000 4.000 -0.785 -0.375

마케팅
전략

서비스

마케팅1 210 2.548 0.943 0.000 4.000 -0.190 -0.260

마케팅2 210 2.510 1.112 0.000 4.000 -0.435 -0.479

마케팅3 210 2.333 1.086 0.000 4.000 -0.265 -0.523

차별화

마케팅4 210 1.895 1.209 0.000 4.000 0.154 -0.863

마케팅5 210 1.867 1.226 0.000 4.000 0.147 -0.922

마케팅6 210 2.414 1.184 0.000 4.000 -0.396 -0.621

마케팅7 210 1.876 1.032 0.000 4.000 0.225 -0.119

자원
전략

재무적 자원1 210 2.095 1.294 0.000 4.000 -0.072 -1.006

물리적

자원2 210 1.257 1.170 0.000 4.000 0.572 -0.546

자원3 210 1.410 1.184 0.000 4.000 0.542 -0.517

자원4 210 1.400 1.211 0.000 4.000 0.514 -0.701

인적

자원5 210 2.052 1.133 0.000 4.000 -0.143 -0.794

자원6 210 1.767 1.110 0.000 4.000 0.113 -0.754

자원7 210 2.014 1.060 0.000 4.000 0.020 -0.447

시장감지 자원8 210 2.019 1.021 0.000 4.000 -0.147 -0.634

시장대응 자원9 210 2.024 1.130 0.000 4.000 -0.127 -0.780

학습흡수 자원10 210 2.067 1.139 0.000 4.000 -0.132 -0.832 

장애
요인

조직
장애1 210 3.048 1.071 0.000 4.000 -0.828 -0.341

장애2 210 2.871 1.119 0.000 4.000 -0.613 -0.693

시장
장애3 210 2.824 1.171 0.000 4.000 -0.573 -0.661

장애4 210 2.681 1.011 0.000 4.000 -0.223 -0.925

업무
장애5 210 3.019 0.953 0.000 4.000 -0.674 -0.212

장애6 210 2.067 1.196 0.000 4.000 -0.113 -0.786

수출
성과

재무

재무1 210 3.681 1.062 1.000 5.000 -0.713 0.185

재무2 210 3.390 1.257 1.000 5.000 -0.494 -0.720

재무3 210 3.400 1.254 1.000 5.000 -0.543 -0.651

비재무

비재무1 210 2.529 1.158 1.000 5.000 0.322 -0.761

비재무2 210 3.548 1.158 1.000 5.000 -0.453 -0.588

비재무3 210 3.319 1.132 1.000 5.000 -0.333 -0.488

각 기업들은 제품 전략에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마케팅 전략 중 차

별화 전략과 인적·물적 자원 낮게 나타났다. B2C 전자상거래 수출에 있어서

기업들 대부분이 장애요인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정부의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B2C 전자상거래 수출에 필요한 자본

이 부족과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B2C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해 각 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성과가 개선되

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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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은 정부지원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0에 가까운 첨도와 음(-)의 값으로 나타나는 왜도를 통해 각 기업들은

B2C전자거래 수출에 있어서 동질적인 성격보다 이질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무의 항목2(수출액)과 3(수출건수)에

서 표준편차가 1.257과 1.254로 나타나면서 B2C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재무성과에서 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가설의 검증 및 해석

1. 정부지원프로그램 참여 결정요인

1.1 수출전략 분석

<표4-9> 수출전략34)

변수

B2C 전자상거래 수출 정부지원프로그램 (직접=1, 대행=0)

(1) (2) (3)

 S.E.  S.E.  S.E.

제품 -0.479*** 0.090 -0.315*** 0.107

마케팅 0.061 0.110 0.085 0.115

자원 0.714*** 0.121 0.754*** 0.128

기업규모 -0.293** 0.133 -0.383** 0.172

수출경험 0.192** 0.088 -0.079 0.128

Log Likelihood35) -142.904 -120.939 -116.003

Wald  5.090 42.23 48.30

Prob >  0.078 0.000 0.000

주: 1) ***, **, *

주: 2) 값이 양수면 직접판매(정부사업 참여×), 음수면 판매대행(정부사업 참여○)

34) 장애요인은 신뢰도 및 타당성 검정결과를 통해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해 제거함.

35) Log Likelihood 통계량: MLE를 통해 모수 추정이 이루어지면서 불편추정량을 도출

하고 얻는 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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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하위변수 내용

수출전략

제품

제품3 운영의 효율성

제품4 제품의 품질

제품5 제품의 신뢰성

제품7 판매경쟁정도

제품8 가격경쟁정도

마케팅

마케팅4 오픈마켓 광고 활용도

마케팅5 검색사이트 광고 활용도

마케팅7 SEO 활용도

자원

자원5 물류 효율성

자원6 결제시장에 대한 지식

자원8 해외 쇼핑몰에 대한 지식

자원9 경쟁사에 대한 지식

<표4-10> 설명변수

B2C 전자상거래 수출을 함에 있어서 정부사업인 판매 대행사업을 참

여할 수 있다. 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공고에 따라 심사 절차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출중소기업인 경우 경쟁률이 다른 보조금 사업에

비해 높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여건에 따라 정부사업을 신청할 유인이

되며, 수출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정부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B2C 전자상거래 수출방식은 정부에서 주도한 방식이기 보다는 기업들이

먼저 시장에 진입하여 애로사항을 건의한 후 수출 예산에 편입되었기 때

문에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과 노하우는 시장에서 선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출중소기업들이 B2C 전자상거래 수출

을 할 때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전략이 정부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 판매 대행 사업 참여에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하고

자 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규모와 수출의 경험은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Roberts and Tybout, 1997; Bernard and

Jensen, ;1999). 따라서 기업 규모와 수출경험이 정부지원프로그램 참여에

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지 확인하였다.

<표4-9>에서 볼 때, 수출전략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기업규모가

증가하면 기업은 직접 판매보다 판매대행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접 판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기업규모와 수출경험이 정부지원프로그램 참여 결정에 미

치는 영향의 추정계수 –0.293, 0.192이며, 각각 5%수준 하에서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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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2C 전자상거래 수출 정부지원프로그램 (직접=1, 대행=0)

(1) (2)
 S.E.  S.E.

원가

제품1 -0.014 0.144 -0.004 0.146 

제품2 -0.055 0.148 -0.064 0.152 

제품3 0.866*** 0.176 0.868*** 0.177 

품질
제품4 -0.429* 0.223 -0.420* 0.235 

제품5 -0.473* 0.252 -0.496* 0.259 

가격 제품6 -0.410*** 0.113 -0.422*** 0.116 

경쟁

강도

제품7 0.528*** 0.184 0.531*** 0.185 

제품8 -0.038 0.175 -0.056 0.177 

[기업규모] -0.205 0.177 

[수출경험] 0.182 0.127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Wald 에 대한 Prob > 가 0.1보다 작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 유의수준에서 모형의 선정이 통계적으로 적

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업규모와 수출경험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수출전략 요인을 고

려할 때 수출중소기업이 어떠한 전략적인 판단으로 정부지원프로그램 참

여를 결정할지 확인하였다.

<표4-9>의 (2) 결과를 살펴보면, 제품 전략이 큰 기업은 정부지원프

로그램 참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자원전략이 큰 기업은 정부지원프

로그램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직접 판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프로그램 참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계수 –

0.479, 0.714이며, 각각 1%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4-9>의 (3) 결과를 보면 기업규모와 수출경험을 고려

하여 수출전략 요인을 분석해보면 (2)의 경우인 통제하지 않았을 때와 통

계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 다만, 기업규모와 수출경험을 추가한

모형의 Log Likelihood 통계량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두 변수를 포함하

지 않는 추정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연구가설 1은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 중 제품 전략과 자

원 전략이 정부지원프로그램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부분 채택되었다.

추가적으로 제품, 마케팅, 자원 그리고 장애요인 인식에 대한 세부항목이 정

부지원프로그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때 개별항목의 세부

항목은 신뢰도 검정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항목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표4-11> 제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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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ikelihood -96.294 -95.084

Wald  62.500 62.57

Prob >  0.000 0.000

주: 1) ***, **, *

주: 2) 값이 양수면 직접판매(정부사업 참여×), 음수면 판매대행(정부사업 참여○)

주: 3) [변수]는 통제변수임

변수

B2C 전자상거래 수출 정부지원프로그램 (직접=1, 대행=0)

(1) (2)
 S.E.  S.E.

서비스

마케팅1 -0.244** 0.095 -0.211** 0.099 

마케팅2 0.201 0.126 0.202 0.129 

마케팅3 0.099 0.141 0.089 0.143 

차별화

마케팅4 0.429*** 0.125 0.453*** 0.128 

마케팅5 -0.046 0.125 -0.048 0.128 

마케팅6 -0.623*** 0.111 -0.595*** 0.112 

마케팅7 0.381*** 0.137 0.396*** 0.140 

[기업규모] -0.391** 0.173 

[수출경험] 0.142 0.121 

제품 전략의 세부항목에 대한 분석결과인 <표4-11>에서 살펴보면 운

영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판매경쟁이 치열할수록 직접 판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추정계수는 0.866, 0.525이며, 1% 수준 하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직접 판매 기

업이 시장에 대한 민감한 측면이 있고, 제품의 품질과 가격보다는 제품

구입 원가와 판매 전략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지원프로그램 참

여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추정된 계수는 –0.410

이며, 1% 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부 지원 사업

참여기업은 제품은 이미 확보하고 있고 수출만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 결정 권한이 참여기업에게 있다. 따라서 정부 사업 참여기업인

판매 대행 기업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통한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업규모나 수출경험을 고려해도 동

일한 통계적 결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기업규모와 수출경

험을 추가한 모형의 Log Likelihood 통계량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두 변

수를 포함하지 않는 추정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표4-12>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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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ikelihood -113.205 -110.471

Wald  44.42 47.890

Prob >  0.000 0.000

주: 1) ***, **, *

주: 2) 값이 양수면 직접판매(정부사업 참여×), 음수면 판매대행(정부사업 참여○)

주: 3) [변수]는 통제변수임

변수

B2C 전자상거래 수출 정부지원프로그램 (직접=1, 대행=0)

(1) (2)
 S.E.  S.E.

재무적 자원1 -0.364*** 0.084 -0.287*** 0.089 

물리적

자원2 -0.305*** 0.108 -0.315*** 0.113 

자원3 -0.012 0.146 0.048 0.148 

자원4 -0.051 0.146 -0.109 0.148 

인적

자원5 0.526*** 0.153 0.626*** 0.160 

자원6 -0.221 0.155 -0.199 0.158 

자원7 0.317* 0.177 0.379** 0.180 

시장감지 자원8 0.143 0.203 0.159 0.205 

시장대응 자원9 0.286 0.189 0.251 0.191 

학습흡수 자원10 -0.377*** 0.127 -0.292** 0.132 

마케팅 전략의 세부항목에 대한 분석결과인 <표4-12>에서 살펴보면,

해외오픈마켓 광고를 늘리고, SEO 활용도가 높을수록 직접 판매를 선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추정된 결과는 0.429, 0.381이며, 1% 수준 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직접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B2C 전자상거래 수출에 필요한 광고 활동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

판매 대행기업의 경우는 B2C 수출 전문기업에게 마케팅을 맡기고 있어

광고에 대한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수출포장 서비스와 브랜드 정체성이 높을수록 정부지원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추정결과는 –0.244

와 –0.623이며, 각각 5%와 1% 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이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기업은 앞서 설명한 제품 뿐 아니라 제품

브랜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케팅 전략 역시 기업규모나 수출경험을 고려해도 동일한 통계적 결

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기업규모와 수출경험을 추가한

모형의 Log Likelihood 통계량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두 변수를 포함하

지 않는 추정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표4-13> 자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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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0.443** 0.192 

[수출경험] -0.082 0.138 

Log Likelihood -98.077 -91.868

Wald  60.070 66.920

Prob >  0.000 0.000

주: 1) ***, **, *

주: 2) 값이 양수면 직접판매(정부사업 참여×), 음수면 판매대행(정부사업 참여○)

주: 3) [변수]는 통제변수임

변수

B2C 전자상거래 수출 정부지원프로그램 (직접=1, 대행=0)

(1) (2)

 S.E.  S.E.

조직
장애1 -0.181* 0.097 -0.162 0.101 

장애2 -0.298*** 0.112 -0.285** 0.116 

시장
장애3 0.483*** 0.105 0.528*** 0.115 

장애4 -0.584*** 0.139 -0.638*** 0.147 

자원 전략의 세부항목에 대한 분석결과인 <표4-13>에서 살펴보면, 물

류프로세스 효율성과 B2C 전자상거래 결제시장 및 이용방법이 높을수록

정부지원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추정결과는 0.526, 0.317이며, 각각 1%, 10% 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직접 판매를 하는 기업의 경우 치열한 시

장경쟁 하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물류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효

율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반면, 해외인증획득의 중요성, 수출금융이용의 용이성 그리고 외부파트

너와 협업과 제휴가 높을수록 정부지원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추정결과는 –0.364, -0.305, -0.377이며, 각각

1% 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판매 대행

기업의 경우 재무와 물리적 자원을 중요시하고, 판매 대행기업과 협업하

여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업의 특성상 외부와의 협업이 많다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정결과는 기업규모와 수출경험을 포함해도 동일한 통계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기업규모와 수출경험을 추가한 모형의 Log

Likelihood 통계량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두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추정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표4-14>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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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기업간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

략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업무
장애5 0.658*** 0.135 0.742*** 0.143 

장애6 -0.167* 0.101 -0.186* 0.106 

[기업규모] -0.554*** 0.188 

[수출경험] 0.200 0.132 

Log Likelihood -98.298 -93.460

Wald  58.640 59.020

Prob >  0.000 0.000

주: 1) ***, **, *

주: 2) 값이 양수면 직접판매(정부사업 참여×), 음수면 판매대행(정부사업 참여○)

주: 3) [변수]는 통제변수임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의 경우, <표4-14>를 통해 환율변화에 민

감하거나 정부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직접 판매를 선택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추정결과는 0.483, 0.658

이며, 1% 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시장 경쟁에 민감

한 직접 판매 기업은 환율의 변동성에 어려움을 느끼며, 정부지원

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은 직접 판매에 있어 여전히 애로사항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수출 전문 인력부족, 수출시장 정보부족, 언어능력 부족함

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추정결과는 –0.298, -0.584, -0.167이

며, 각각 1%, 1%, 10% 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런 추정결과도 기업규모와 수출경험을 포함해도 통계적 결과에서

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Log Likelihood 통계량을 통해 기업규모

와 수출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더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

났다.

1.2 수출전략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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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제품 마케팅 자원

 S.E.  S.E.  S.E.

상수항 2.807*** 0.119 1.437*** 0.182 1.113*** 0.156

B2C 수출유형 0.284*** 0.085 0.597*** 0.13 0.989*** 0.112

[기업규모] -0.016 0.065 0.184* 0.0992 -0.0674 0.0852

[수출경험] 0.094 0.053 -0.049 0.081 0.249*** 0.0696

 0.073 0.0999 0.329
 0.059 0.0868 0.319

F 5.400*** 7.625*** 33.60***

주: 1) ***, **, *

주: 2) B2C 수출유형: 직접판매=1, 판매대행=0

기업규모
(종업원 수)

제품 마케팅 자원
 S.E.  S.E.  S.E.

상수항 2.949*** 0.064 1.522*** 0.098 1.470*** 0.085

B2C 수출유형 0.297*** 0.086 0.565*** 0.130 1.010*** 0.113

규모 2
(11-20명 이하)

0.105 0.127 0.377* 0.194 0.321* 0.168

규모 3
(21-50명 이하)

0.252 0.184 0.374 0.279 0.215 0.243

규모 4
(51-100 이하)

-0.0476 0.357 0.4 0.543 0.694 0.473

규모 5
(101명 이상)

-0.349 0.438 -0.022 0.666 -1.095* 0.579

 0.071 0.109 0.318

<표4-15> 수출전략 차이분석 결과

가설 1의 검증은 수출중소기업의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을 때

정부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가

설 2는 직접 판매기업(정부사업 非참여)과 판매 대행기업(정부사업

참여)간 수출전략 비교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표4-15>를 통해 제품, 마케팅, 자원 전략 모두에 있어 직접 판

매기업이 판매 대행기업보다 수출전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추정결과는 0.284, 0.597, 0.989이며, 각 1% 수준 하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추가적으로 B2C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기업규모와 수출기간별

수출전략에 차이 있는지도 확인하였다.

<표4-16> 기업규모별 수출전략 차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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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49 0.087 0.301

F 3.136*** 4.976*** 18.980***

주: 1) ***, **, *
주: 2) 직접판매=1, 판매대행=0
주: 3) 규모1=10명 이하

수출경험
(수출기간)

제품 마케팅 자원
 S.E.  S.E.  S.E.

상수항 2.863*** 0.084 1.692*** 0.128 1.309*** 0.110 

B2C 수출유형 0.275*** 0.087 0.615*** 0.132 1.022*** 0.114 

경험 2
(1년-3년 미만)

0.131 0.102 -0.258* 0.156 0.196 0.134 

경험 3
(3년-10년 미만)

0.239** 0.119 -0.121 0.182 0.337** 0.157 

경험 4
(10년-20년 미만)

0.242 0.208 0.218 0.318 0.787*** 0.274 

경험 5
(20년 이상)

-0.001 0.439 0.500 0.670 1.305** 0.576 

 0.078 0.107 0.331 
 0.055 0.085 0.315 

F 3.448*** 4.865*** 20.21***

주: 1) ***, **, *
주: 2) 직접판매=1, 판매대행=0
주: 3) 경험1=1년 미만

<표4-16>를 통해 B2C 수출기업의 규모별 수출전략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종업원수 10명 이하의 기업보다 11명-20명

이하의 규모의 마케팅과 자원 전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이때 통계적으로 10% 이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

였다. 반면, 101명 이상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저히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표본수가 적어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표4-17>  수출경험별 수출전략 차이분석 결과

<표4-17>를 통해 통해 B2C 수출기업의 규모별 수출전략에 차

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수출기간이 1년 미만의 기업보다 3년

이상의 기업들의 자원전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 경

험이 많을 경우에 B2C 전자상거래 수출에 있어서도 기업의 자원

과 역량을 늘리는데 더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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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기업간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

과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4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기업간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

차이에는 교육기관 차이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변수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S.E.  S.E.

상수항 2.461*** 0.202 2.204*** 0.172

B2C 수출유형 1.343*** 0.145 0.994*** 0.124

[기업규모] 0.250** 0.111 0.124 0.094

[수출경험] -0.033 0.090 0.028 0.077
 0.301 0.247

 0.290 0.236

F 29.510*** 22.520***

주: 1) ***, **, *

주: 2) B2C 수출유형: 직접판매=1, 판매대행=0

주: 3) [변수]는 통제변수임

변수

재무성과

(1) (2) (3)
 S.E.  S.E.  S.E.

상수항 2.233*** 0.216 2.268*** 0.208 2.385*** 0.208 

B2C 수출유형 1.272 *** 0.244 1.154*** 0.160 1.365*** 0.146 

공공교육 0.205 0.228 0.095 0.150 0.215 0.147 

2. 수출성과의 차이분석36)

<표4-18> 수출성과 차이분석 결과

<표4-18>를 통해 B2C 수출유형은 수출성과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직접 판매 기업이 판매 대행기업보다 재무와

비재무 모두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추정결과는

1.343, 0.994이며, 각 1% 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4-19> 재무성과 차이 분석 결과

36) 장애요인은 신뢰도 및 타당성 검정결과를 통해 유의성을 화보하지 못해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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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교육 0.472** 0.193 0.521*** 0.177 

직접×공공 -0.198 0.309 

[기업규모] 0.209* 0.111 0.205* 0.110 0.220* 0.112 

[수출경험] -0.067 0.089 -0.063 0.089 -0.034 0.090 

 0.337 0.336 0.308
 0.322 0.320 0.294

F 17.210*** 20.630*** 22.790***

주: 1) ***, **, *

주: 2) [변수]는 통제변수임

변수

비재무성과

(1) (2) (3)
 S.E.  S.E.  S.E.

상수항 2.005*** 0.185 2.067*** 0.179 2.136*** 0.177 

B2C 수출유형 1.100*** 0.209 0.889*** 0.138 1.014*** 0.124 

공공교육 0.318 0.196 0.121 0.129 0.192 0.125

민간교육 0.223 0.165 0.309** 0.153 

직접×공공 -0.355 0.265 

[기업규모] 0.096 0.095 0.088 0.095 0.097 0.096 

[수출경험] 0.004 0.077 0.010 0.077 0.028 0.077 
 0.277 0.270 0.256

 0.255 0.252 0.241

F 12.930*** 15.110*** 17.590***

주: 1) ***, **, *

주: 2) [변수]는 통제변수임

<표4-19>을 통해 민간교육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 직접 판매기업이 판

매대행기업보다 재무성과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추정결과는 0.472이며, 5% 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B2C 수출유형과 교육기관과의 교차항을 고려한 (1)번 모형의

이 0.322로 (2)번 모형보다 적합하여 (1)번 모형으로 가설을 검

증하였다. 다만, 공공교육이 재무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20> 비재무성과 차이 분석 결과

<표4-20>에서는 직접 판매기업과 공공교육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경우

비재무성과에서 교육기관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나타

났다. 단, 공공과 민간교육 두 변수만을 고려할 경우 민간교육을 받은

기업의 비재무성과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1)번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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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은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5-1

제품전략은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5-2

마케팅전략은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5-3

자원전략은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변수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S.E.  S.E.

상수항 1.622*** 0.393 1.477*** 0.304 

제품 0.103 0.124 0.018 0.096 

마케팅 0.098 0.085 0.143** 0.066 

자원 0.635*** 0.089 0.570*** 0.069 

[기업규모] 0.210* 0.112 0.101 0.087 

[수출경험] -0.146 0.095 -0.081 0.073 
 0.302 0377

 0.285 0.362

F 17.630*** 24.680***

주: 1) ***, **, *

주: 2) [변수]는 통제변수임

이 0.255로 (2)번 모형보다 적합하여 (1)번 모형으로 가설을 검

증하였다. 이 경우에도 공공교육이 재무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설 4번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기업간의 수출성과 차

이에 있어서 민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재무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비재무성과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가설 4번은

부분 채택되었다.

3.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 → 수출성과37)

<표4-21>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전체)

37) 장애요인은 신뢰도 및 타당성 검정결과를 통해 유의성을 화보하지 못해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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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S.E.  S.E.

상수항 2.103*** 0.513 2.119*** 0.419 

운영의 효율성 0.202** 0.097 0.190** 0.079 

제품의 품질 -0.068 0.176 0.011 0.143 

제품의 신뢰성 0.000 0.186 -0.172 0.151 

판매경쟁정도 0.446*** 0.153 0.289** 0.125 

가격경쟁정도 -0.228 0.149 -0.098 0.121 

[기업규모] 0.177 0.128 0.078 0.105 

[수출경험] 0.011 0.104 0.044 0.085 
 0.109 0.119

 0.078 0.088

F 3.54*** 3.880***

주: 1) ***, **, *

주: 2) [변수]는 통제변수임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중소기

업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의

검증이다. <표4-21>를 통해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 중 자원 전략은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마케팅 전략

에 있어서는 비재무 성과에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결과를

얻었다. 즉 B2C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자원 전략이 높을수록 수출기

업의 재무와 비재무 성과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마케팅

전략도 비재무 성과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

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각 전략의 세부항목이 수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좀 더 자세히 확인하였다.

<표4-22>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제품)

<표4-22>를 통해 수출전략 중 제품 전략을 세분화해서 분석해 보면,

운영의 효율성과 판매 경쟁정도가 재무와 비재무 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2C 전자상거래 수출 시장은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출을 하는 것으로 특히 해외 쇼핑몰에 직접 입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시장의 경쟁강도가 높다. 남유현(2013)는

시장 경쟁이 심할수록 기업은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

요성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서 조직 전체의 시장지향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고객가치의 새로운 창출에 몰두하게 된다고 하였다(Koh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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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S.E.  S.E.

상수항 2.350*** 0.260 1.937*** 0.208 

오픈마켓 

광고 활용도
0.298*** 0.090 0.218*** 0.072 

검색사이트

광고 활용도
0.008 0.095 0.000 0.076 

SEO 활용도 0.091 0.098 0.205*** 0.078 

[기업규모] 0.078 0.124 -0.019 0.099 

[수출경험] 0.095 0.102 0.106 0.081 
 0.125 0.171

 0.104 0.151

F 5.830*** 8.440***

주: 1) ***, **, *

주: 2) [변수]는 통제변수임

and Jaworski, 1990). 즉, 수출시장의 경쟁강도가 수출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B2C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도 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시

장의 경쟁강도가 높다고 인지할 경우에 수출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수출성과에 정(+)의 효과를 가져 온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Porter(1980, 1985)는 수출기업의 전략은 실행을 통해 수출시장에

서의 경쟁우위로 나타나게 되고 성과 창출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B2C 전자상거래 수출에 있어서의 원가 리더십 전략으로 운영의 효율성

을 강조하는 기업은 수출성과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4-23>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마케팅)

본 연구에서의 마케팅 전략은 B2C 전자상거래 수출에 있어서 광고

마케팅 차별화 전략으로 볼 수 있고, Porter(1980)에 따르면 차별화

전략과 원가 리더십 전략은 서로 다른 성격의 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기업의 수출역량으로 국제마케팅 역량을 중요시 하게 생

각하게 되었고 유통채널 활용 및 판촉활동(Cavusgil and Zou, 1994;

이철 외, 2002; Lee and Griffith, 2004)이라고 보았다. B2C 전자

상거래 수출은 온라인상에서의 수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온

라인상에서 상점으로 유인하기 위한 온라인 판촉활동이 중요한 수출 전

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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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S.E.  S.E.

상수항 1.985*** 0.224 1.666*** 0.175 

물류 효율성 0.019 0.101 0.091 0.079 

결제시장에

대한 지식
0.089 0.116 0.072 0.091 

해외 쇼핑몰에

대한 지식
0.053 0.130 0.062 0.102 

경쟁사에 대한

지식
0.518*** 0.112 0.398*** 0.088 

[기업규모] 0.241** 0.110 0.133 0.086 

[수출경험] -0.138 0.092 -0.088 0.072 
 0.329 0.386

 0.309 0.368

F 16.570*** 21.260***

주: 1) ***, **, *

주: 2) [변수]는 통제변수임

<표4-23>를 통해 수출전략 중 마케팅 전략을 세분화해서 분석해 보

면, 차별화 전략 중에서 오픈마켓 광고 활용도가 높을수록 재무와 비재

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SEO 활용도에 있

어서는 비재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경쟁기업들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광고

마케팅에 집중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검색엔진최적화를 실행함으

로써 수출성과를 창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4-24>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자원)

자원기반이론의 기존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주요 자산과 역량은 지속

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며 시장에서 우월한 고객가치의 제공 및 상대

적 가격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수

출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개발하

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Barney, 1991; Day

and Wensley, 1988). 그리고 해외시장에서 지식은 시장의 기회를 인

지하고 활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Johansson and Vahlne, 1977)

이며, 이를 통해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수출활동을 수

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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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S.E.  S.E.

상수항 2.269*** 0.470 1.683*** 0.381 

제품 -0.194 0.162 -0.070 0.131 

마케팅 0.108 0.128 0.073 0.104 

자원 0.502*** 0.124 0.533*** 0.101 

B2C 수출유형 -0.229 0.760 0.191 0.617 

(Prasad, Ramamurthy and Naidu, 2001).

본 연구에서 자원과 역량과 관련된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은 인적

자원과 시장역량으로 구성되었고, 일반적인 수출에 있어서의 역량과는

다른 B2C 수출역량이 필요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표4-24>를 통해 수

출전략 중 자원 전략을 세분화해서 분석해 보면, 경쟁사에 대한 지식 역

량이 높을수록 재무와 비재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통

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B2C 전자상거래 시장은 영업이익이 적은 시

장이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의 특성상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쟁사와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경쟁 상품의 가격

과 품질 관련 소비자의 피드백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 실행

방법이며, 이러한 전략은 수출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2C 수출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설 5는 일부 전략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어 부분 채택되었다.

가설 6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기업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6-1

제품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기업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6-2

마케팅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직접 판매기업과 판

매 대행기업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6-3

자원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기업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표4-25> B2C 수출유형에 따른 차이 영향 분석 결과



- 63 -

유형×제품 0.536** 0.235 0.154 0.190 

유형×마케팅 -0.047 0.162 0.087 0.131 

유형×자원 -0.231 0.183 -0.176 0.149 

[기업규모] 0.250** 0.106 0.130 0.086 

[수출경험] -0.114 0.089 -0.074 0.072 
 0.408 0.421 

 0.381 0.395 

F 15.32*** 16.18***

주: 1) ***, **, *

주: 2) B2C 수출유형: 직접판매=1, 판매대행=0

주: 3) [변수]는 통제변수임

변수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S.E.  S.E.

상수항 2.356*** 0.497 1.753*** 0.426 

제품 0.045 0.159 0.162 0.136 

유형 0.112 0.758 0.829 0.649 

유형×제품 0.372 0.236 0.036 0.202 

가설 5에서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설문 응답 기업을 대상으로 가설을 검

증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부사업 참여기업인 판매 대행

기업과 직접 판매기업간 비교는 가설 6의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표4-25>를 통해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 중 제품

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기업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 판매기업의

수출전략이 높더라고 그에 따른 수출성과에 대한 영향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수출전략을 세분화 하여 제품, 마케팅 그

리고 자원의 개별변수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직접 판매

기업과 판매 대행기업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4-26>, <표

4-27>, <표4-28>을 통해, 마케팅과 자원 전략의 경우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기업 간 통계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직접 판매기업의

경우 마케팅과 자원전략이 재무 및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판매 대행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4-26> B2C 수출유형에 따른 차이 영향 분석 결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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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0.238** 0.110 0.125 0.094 

[수출경험] -0.039 0.091 0.013 0.078 
 0.320 0.258 

 0.303 0.240 

F 19.17*** 14.22***

주: 1) ***, **, *

주: 2) B2C 수출유형: 직접판매=1, 판매대행=0

주: 3) [변수]는 통제변수임

변수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S.E.  S.E.

상수항 1.991*** 0.265 1.724*** 0.220 

마케팅 0.311*** 0.111 0.325*** 0.093 

유형 1.566*** 0.321 1.025*** 0.267 

유형×마케팅 -0.187 0.152 -0.103 0.127 

[기업규모] 0.217** 0.110 0.078 0.091 

[수출경험] -0.023 0.089 0.042 0.074 
 0.331 0.310 

 0.314 0.293 

F 20.15*** 18.36***

주: 1) ***, **, *

주: 2) B2C 수출유형: 직접판매=1, 판매대행=0

주: 3) [변수]는 통제변수임

변수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S.E.  S.E.

상수항 1.842*** 0.239 1.551*** 0.193 

자원 0.522*** 0.107 0.559*** 0.086 

유형 1.265*** 0.397 0.800** 0.321 

유형×자원 -0.173 0.169 -0.142 0.137 

[기업규모] 0.287*** 0.104 0.163* 0.084 

[수출경험] -0.145* 0.087 -0.096 0.071 
 0.390 0.407 

 0.375 0.393 

F 26.05*** 28.03***

주: 1) ***, **, *

주: 2) B2C 수출유형: 직접판매=1, 판매대행=0

주: 3) [변수]는 통제변수임

<표4-27> B2C 수출유형에 따른 차이 영향 분석 결과(마케팅)

<표4-28> B2C 수출유형에 따른 차이 영향 분석 결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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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7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교육 기관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

채택

변수

재무성과

(1) (2)
 S.E.  S.E.

상수항 1.622*** 0.393 1.589*** 0.379 

제품 0.103 0.124 0.060 0.120 

마케팅 0.098 0.085 0.123 0.086 

자원 0.635*** 0.089 0.526*** 0.090 

공공교육 -0.155 0.152 

민간교육 0.696*** 0.166 

[기업규모] 0.210* 0.112 0.195* 0.110 

[수출경험] -0.146 0.095 -0.167* 0.091 

 0.302 0.358
 0.285 0.335

F 17.630*** 16.050***

주: 1) ***, **, *

주: 2) [변수]는 통제변수임

<표4-29> 교육기관에 따른 차이 영향 분석 결과(재무)

가설 7에서는 B2C 수출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B2C 전자상거래 수출교육을 공공기관에서 받은 기업과 민간기관에서

받은 기업 간 차이를 확인코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수출교육프로그램

은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임용석,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교육의 수출성과 효과성은 선행연

구로 검증하고, 교육기관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B2C 수출교육의

경우 국내에서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해

외 전자상거래 수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민간의 전문가를

활용해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찾아가는 컨설팅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따

라서 민간의 교육과 공공의 교육의 질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전

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교육기관 선택이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였다.

<표4-29>를 통해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 중 자원전략이 재무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민간교육을 받은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때 재무성과는 통계적으로 1% 이하 수준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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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재무성과

(1) (2)
 S.E.  S.E.

상수항 1.622*** 0.393 1.454*** 0.380 

제품 0.103 0.124 0.052 0.119 

마케팅 0.098 0.085 0.107 0.085 

자원 0.635*** 0.089 0.511*** 0.090 

공공교육 0.367 0.274 

민간교육 0.995*** 0.210 

공공×민간 -0.728** 0.318 

[기업규모] 0.210* 0.112 0.216** 0.109 

[수출경험] -0.146 0.095 -0.162* 0.091 
 0.302 0.374 

 0.285 0.349 

F 17.63*** 14.99***

주: 1) ***, **, *

주: 2) [변수]는 통제변수임

<표4-30> 교육기관에 따른 차이 영향 분석 결과(비재무)

<표4-30>를 통해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 중 자원전략이 비재무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민간교육을 받은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때 비재무성과는 통계적으로 1% 이하 수준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확인하였다. 또한 마케팅 전략의 경우에도 비재무성과에 통계적으로

5% 이하 수준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민간교육을 받은 기업은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수출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더 큰 정(+)의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민간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이 공공교육기관보다 높다

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민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기업은 B2C

수출성과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자기선택오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연구의 설문문항에는 교육을 받은 횟수를 확인할 수 있었지

만 교육 횟수를 변수로 사용하지 않고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중

소기업의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때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에 직접

진출한 직접 판매기업의 영향도가 높은지 그리고 공공교육을 받았을 때

보다 민간교육을 받았을 때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만 확인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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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S.E.  S.E.

상수항 1.611*** 0.374 1.499*** 0.302 

제품 0.038 0.116 -0.025 0.093 

마케팅 0.038 0.080 0.108* 0.064 

자원 0.406*** 0.092 0.447*** 0.074 

[유형] 0.594 0.469 0.060 0.378 

[교육] 0.471** 0.201 0.253 0.162 

[유형×교육] 0.171 0.485 0.371 0.392 

[기업규모] 0.241** 0.105 0.114 0.084 

[수출경험] -0.147* 0.088 -0.081 0.071 

 0.412 0.431
 0.388 0.408

F 17.590*** 19.000***

주: 1) ***, **, *

주: 2) [변수]는 통제변수임

<표4-31> B2C 수출유형과 교육여부 통제 후 수출전략 → 수출성과

가설 6과 7에서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데 있어서 정부사업 참여여부(B2C 수출유형의 차이)와 교육여부에

따라 일정부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

였을 때에도 가설 5번의 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는지 <표4-31>를

통해 확인하였고, 가설 5의 모형보다 더 적합한 모형이 되고 결과도 동

일하였다. 즉, B2C 수출유형과 교육여부를 고려하였을 때, B2C 수출

전략 중 자원 전략은 B2C 수출성과인 재무와 비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때 통계적으로 1% 이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

져왔다. 또한 마케팅 전략은 수출성과 중 비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때 통계적으로 10% 이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

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설 5는 부분 채택되었다.

제 4 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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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설 연구모형 및 가설 결과

연구문제 Ⅰ
가설 1 정부지원프로그램 참여결정 요인 부분 채택

가설 2 수출전략 차이: 직접판매 ↔ 판매대행 채택

연구문제 Ⅱ

가설 3 수출성과 차이: 직접판매 ↔ 판매대행 채택

가설 4
수출성과 차이

직접판매↔판매대행 & 민간↔공공교육
부분 채택

연구문제 Ⅲ

가설 5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 → 수출성과 부분 채택

가설 6

수출전략 → 수출성과

↑

직접판매 ↔ 판매대행

기각

가설 7

수출전략 → 수출성과

↑

민간교육 ↔ 공공교육

부분 채택

종합

수출전략 → 수출성과

↑
[통제]

B2C 수출유형
교육여부

부분 채택

연구 모형
종합 검증

제품

제품전략 △
→ 수출성과

직접판매
○

판매대행

직접판매
×

판매대행

1.1 연구가설 검증결과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 <표

4-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4-32> 연구가설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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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마케팅 전략 △
→ 수출성과

직접판매
○

판매대행

직접판매
○

판매대행

자원

자원전략 ○
→ 수출성과

직접판매
○

판매대행

직접판매
○

판매대행

<연구문제 Ⅰ>의 결과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은 기업의 수출 전략에 따

라 정부지원프로그램의 참여를 결정할 것이라는 가설 1은 부분 채택되

었고, 기업의 수출전략에 있어서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기업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연구문제 Ⅱ>는 수출성과에 관한 것으로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

기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설 3은 채택되었고, 그러한 차이에 있

어 교육기관의 차이가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가설 4는 부분 채택되

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연구문제 Ⅲ>은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중소기업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5는 채택되

었고 B2C 수출유형과 교육여부를 고려하였을 때도 종합적으로 같은 결

과를 얻게 되었다. 여기에서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기업간의 차이는

없었으나(가설 6), 교육기관 차이에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설 7).

2.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정부사업 참여하지 않은

직접 판매기업과 정부사업을 참여한 판매 대행 기업으로 구분하여 어떠

한 B2C 전자상거래 수출 전략을 취할 때 정부사업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오프라인 수출에 있어서의 수출전략과

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진 B2C 전자상거래 수출 전략에 있어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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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간의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가설을 토대로 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정부사업 참여를 결

정할 가능성이 높은 전략은 제품에 관한 전략이고, 특히 가격경쟁우위를

가지려는 활동이 높은 경우였다. 또한 서비스 경쟁우위와 차별화 전략

중 브랜드 정체성 활동이 높은 마케팅 전략을 취할수록 정부사업 참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원 전략으로 수출

금융이용의 용이성, 해외인증획득의 중요성 그리고 외부파트너와 협업과

제휴가 높을수록 정부지원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제품 전략에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판매

경쟁이 치열할수록 직접 판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마케팅 전략으로

서 해외오픈마켓 광고를 늘리고, SEO 활용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원

전략으로서 물류프로세스 효율성과 B2C 전자상거래 결제시장 및 이용

도가 높을수록 직접 판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4-33> 정부지원프로그램 참여 결정요인

구분 판매 대행 (정부사업 참여) 직접 판매 (정부사업 非참여)

제품 가격경쟁우위
원가 리더십 전략

시장경쟁정도

마케팅
서비스 경쟁우위

차별화 전략(브랜드)
차별화전략

(광고, 검색엔진최적화)

자원
재무적 자원
물리적 자원

학습흡수 역량
인적 자원

연구문제 Ⅰ은 정부지원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할 수출 전략이 어떤 것

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이는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기업간의 수출

전략상에 있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 판매 대행 기업은 B2C 전자상거래 수출에 있어서 제품과

서비스 전략을 우선시 하고 재무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투자를 하며 외

부와 협력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반면 직

접 판매 기업은 해외쇼핑몰에 직접 입점하여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원가와 시장 경쟁에 민감하고 마케팅을 위한 광고와 소비자를 유

인할 수 있는 검색엔진최적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B2C 전자상거래 수출역량은 인적 자원의 확보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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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되었다. 이러한 점은 정부지원프로그램의 특성상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 전문기업을 통해 마케팅과 판매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

문에 제품과 관련된 전략과 기업의 내부 역량보다는 외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반면, 직접 판매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을 인지

하고 제품 가격 이외에 기업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 확인하여 실제로 두 그룹

간에는 수출전략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B2C 전자

상거래 수출기업들은 정부사업인 판매 대행 사업을 기업의 수출전략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부사업의 참여 자체가 기업의

수출전략 중 일부라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겠다. 이로써 정부는 B2C 전

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때, 판매 대행을 통한 간접

수출 지원 방식을 일원화 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도 같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 판매기업의 경우에 정부지원이 더 부족하다

고 느낀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 판매하고 있는 기업을 위한 B2C 전자상

거래 수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낙오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물류관련 업무지원과 광고 관

련 보조금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문제 Ⅱ의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직접 판매 기업이 판매 대행

기업보다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에 대한 인식이 높은 점은 ‘B2C 전자

상거래 수출 판매대행 사업’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상거래 판매 전문기업을 통한 수출성과 목표를 상향하고 능

력 있는 전문 수행기업을 선발하여 정부사업 참여기업의 수출성과 인식

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수출에 있어서 수출전략이 수출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Ⅲ>을 통

해 B2C 전자상거래 수출에 있어서도 B2C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한 수

출전략이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를 일정부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때 B2C 수출 유형간 차이는 영향이

없었으나, 교육기관별 차이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B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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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유형 두 방식에 있어서 수출전략이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직접 판매기업과 판매 대행기업 모

두 수출전략이 높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고, 민간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이다. 이는

정부에서 B2C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하여 마련할 정책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B2C 전자상거래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제시하여 준다. 즉,

B2C 전자상걸 수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수출전략상에 차이가 있고

그 전략에 따라 B2C 전자상거래 수출유형을 결정한다. 이러한 수출전략

이 높을수록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따라서 정부는 현행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 판매대행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직접

판매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여 수요자가 어느 방식

으로 수출을 하더라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 이다. 또한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 커리큘럼을 벤치마킹하여 공

공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정·발전시켜 중소기업의 B2C 전자상거래 수

출성과가 좋아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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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 1 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

고 B2C 전자상거래 수출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B2C 전자상거래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국

내의 B2C 전자상거래 현황과 정부지원 필요성에 관한 것과 정부사업 참

여기업 대상으로 한 효과성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 분야의 실증연구로서 의의가 있고 특히, 수출중소기업

중에서 B2C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추출하고 그 중에서도 정부 지원 사

업 참여기업과 非참여기업을 구분하여 두 그룹 간의 B2C 전자상거래 수

출전략과 수출성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또한 기존의 수출성과 관련

된 연구로서 수출전략과 수출성과의 관계성을 B2C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고, 정부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B2C 전자상거래 수출 중소기업의 어떠한 수출전략이 정부사업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대상기업들은 제품, 마케팅 그

리고 자원 전략 중 일정부분에 있어 정부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고, 통계적으로 두 그룹 간 수출전략에 차이가 있었다. 따

라서 B2C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은 정부사업인 판매 대행사업을 기업의

수출전략에 따라 선택하고 정부사업의 참여 자체가 기업의 수출전략 중

일부라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B2C 전자상거래 수출성과에 있어서 정부사업 참여기업인 판매

대행기업과 非 참여기업인 직접 판매기업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재무성과 뿐 아니라 비재무성과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선행연

구들에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규모와 수출의 경험을 통제한 결

과이다. 또한 이러한 수출성과에 있어서 교육기관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

간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에 참가한 기업의 경우에 재무성과가 더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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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수출전략은 기업의 경쟁우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성과로 이

어진다는 것이 B2C 전자상거래 수출 분야에서도 확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판매 대행기업과 직접 판매기업간 B2C 전자상거래 수

출전략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두 그

룹 간 수출전략과 수출성과 각각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수출전

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

러나 교육기관별로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B2C 전자상거래 수출유형과 교육여부를 통제변

수로 전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도 역시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

략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였고,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각자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을 가지고 있고

정부사업 참여의 결정 역시 전략의 일부분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면,

본 저자는 정부에서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프로그램으로 판매 대

행사업 뿐 아니라 직접 판매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판매 대행 사업에 있어서 수행사 선발 시 B2C 전자

상거래 수출 전문기업의 수행능력을 제1순위로 고려하여 수출기업의 성

과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B2C 전자상거래 수출방식

은 중소기업들에게 낯설고 새로운 수출방식으로 본 연구가 글로벌 전자

상거래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자원과 역량을 키우는데 지

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경영전략이론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장실패이론을 근거

로 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B2C 전자상거래 수

출지원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B2C 전자상거래 수출은



- 75 -

최근에 들어 부상하고 있는 수출 방식이고 이 분야에 관한 기존 연구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중에서 B2C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에 한정하고 정부사업 참여기업과 非참여기업간의 수출전략과 수출성과

를 비교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B2C 전자상거래 수출은 시장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이 후에 애로사항 건의를 통해 지원하게 된 배경에 따

라 시장에서 B2C 전자상거래 수출유형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 점을

착안하여 모집단에서 표본을 설문을 통한 필터 방식이 아닌 식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룹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실증

분석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표본수의 제한으로 두 그룹 간 비교

에 있어서 일반화에 한계를 갖는다. 기업의 규모와 수출경험 이외에도

수출전략과 수출성과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식별할 수 없는 변수가 있을

수 있으며, 정부사업 참여기업 중에서 참여 신청을 했는데 탈락한 기업

과의 비교까지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수출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서 응답자의 인식수준으로 비교를 하였다는데 한계가 있어, 향후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재무적 성과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된다.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B2C 전자

상거래 수출실적을 통계적으로 확인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B2C 전자

상거래 기업을 수출기업 중에서 분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B2C 전

자상거래 수출 분야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민관학이 협력하여

B2C 전자상거래 수출에 필요한 통계자료와 성과분석 지표를 만들고 중

소기업에게 적합한 수출방식인 B2C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정책 방향 설

정에 있어서 적절한 제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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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조 사 서

“B2C 전자상거래 수출전략이 중소기업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부의 B2C 판매대행사업 참여기업과 직접판매기업간 차이를 중심으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바쁘신 업무 중에도 본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중소기업의 수출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정부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프로그램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여 향후 정부의 정책 운영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 작성하여 주신 설문 내용은 논문 작성을 위한 학문적 자료가 될 것이

며, 단순히 본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지도교수 : 이 석 원

연 구 자 : 문 효 주

201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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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다음은 귀사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설문입니다.

<Guideline>

* B2C 전자상거래 수출이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소비자에게 상품등을 판매하는 수출로 직접 운영하는 것과 전문 판매

대행회사를 통해 간접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 귀 사의 주력 판매상품은 무엇입니까?

① 컴퓨터 및 주변기기 ② 가전·전자·통신기기 ③ 소프트웨어

④ 서적 ⑤ 사무·문구 ⑥ 음반·비디오·악기

⑦ 의류·패션 및 관련상품 ⑧ 스포트·레저용품 ⑨ 화장품

⑩ 아동·유아용품 ⑪ 음·식료품 ⑫ 농축수산물

⑬ 생활용품 및 자동차용품 ⑭ 기타( )

2. 귀 사의 전체 종업원 수는 몇 명입니까?

① 10명 이하 ② 11-20명 이하 ③ 21-50명 이하

④ 51-100명 이하 ⑤ 101명 이상

3. 귀 사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 담당 직원은 몇 명입니까?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4. 귀 사의 업력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5. 귀 사가 수출을 해 온 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6. 귀 사가 B2C 전자상거래 수출을 해 온 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7. 귀 사의 전년도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① 1억 미만 ② 1억 이상–5억 미만 ③ 5억 이상-10억 미만

④ 10억 이상-20억 미만 ⑤ 20억 이상

8. 귀 사의 전년도 매출액 대비 B2C 전자상거래 수출액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 이하 ② 11% 이상-30% 미만 ③ 31% 이상-50% 미만

④ 51% 이상-100% 미만 ⑤ 100%

9. 귀 사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국가 수는 몇 개국입니까?

① 1개국 이하 ② 2-5개국 ③ 6-10개국

④ 11-15개국 ⑤ 16개국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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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 사의 매출이 가장 높은 B2C 전자상거래 수출유형은 어느 것입니까?

① 해외쇼핑몰 입점 ② 국내쇼핑몰 입점 ③ 독립쇼핑몰 운영

11. 귀 사의 민간교육기관을 통한 B2C 전자상거래 수출교육 참여횟수는 얼

마나 됩니까?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12. 귀 사의 정부교육기관을 통한 B2C 전자상거래 수출교육 참여횟수는 얼

마나 됩니까?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13.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14. 귀하의 나이는?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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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다음은 귀사의 수출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항목별 수출전략이 기업 운영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1, 아주

그렇다=5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주십시오

제품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렇다

④

아주

그렇다

⑤

1 우리 회사는 원가절감을 강조한다.

2 우리 회사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3 우리 회사는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4 우리 회사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

5 우리 회사 제품을 신뢰할 수 있다.

6 우리 회사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

7
우리 회사 제품은 해외시장에서 판매경쟁이 

치열하다.

8
우리 회사 제품은 해외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마케팅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렇다

④

아주

그렇다

⑤

1 우리 회사는 수출포장 서비스가 우수하다.

2
우리 회사는 고객응대를 위한 언어능력과 서

비스가 우수하다.

3 우리 회사는 고객 응대 매뉴얼이 우수하다.

4 우리 회사는 해외오픈마켓 광고를 늘린다.

5 우리 회사는 검색사이트 광고를 늘린다.

6 우리 회사는 브랜드 정체성 확보를 강조한다.

7 우리 회사는 SEO 활용도가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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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렇다

④

아주

그렇다

⑤

1 우리 회사는 해외 인증획득을 강조한다.

2 우리 회사는 수출금융 이용이 용이하다.

3
우리 회사는 IT 활용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4
우리 회사는 IT분야에서 노하우(기술, 경험)이 

많다.

5
우리 회사는 B2C전자상거래 수출시장 및 진

출방법에서 지식이 많다.

6
우리 회사는 B2C전자상거래 결제 및 이용방

법에서 지식이 많다.

7
우리 회사는 B2C전자상거래 물류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이 많다.

8
우리 회사는 B2C전자상거래 진출 시장의 정

책 변화를 신속히 파악한다.

9
우리 회사는 B2C전자상거래 진출 시장의 경

쟁기업들의 전략변화에 신속히 대처한다.

10
우리 회사는 외부 파트너와 제휴, 협력 능력

이 높다.

장애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렇다

④

아주

그렇다

⑤

1
우리 회사는 B2C전자상거래 수출 마케팅에 

사용될 자본이 부족하다.

2
우리 회사는 B2C전자상거래 수출 전문 인력

이 부족하다.

3 우리 회사는 환율 변동에 민감하다.

4
우리 회사는 B2C전자상거래 수출 시장 및 진

출 국가의 정보가 부족하다.

5
정부의 B2C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정책이 부

족하다고 생각한다.

6
우리 회사는 소비자 응대에 필요한 언어 능력

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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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다음은 귀사의 수출전략에 따른 B2C 전자상거래 수출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항목별 수출성과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1, 아주 그렇다=5 중

에서 하나를 선택해주십시오

재무성과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렇다

④

아주

그렇다

⑤

1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한

다.

2
우리 회사의 B2C전자상거래 수출액이 증가하

였다고 생각한다.

3
우리 회사의 B2C전자상거래 수출건수가 증가

하였다고 생각한다.

비재무성과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렇다

④

아주

그렇다

⑤

1
우리 회사의 B2C전자상거래 수출성과에 만족

한다.

2
우리 회사가 진출한 B2C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이 다변화되었다고 생각한다.

3
우리 회사의 B2C전자상거래 수출역량이 강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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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B2C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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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on differences between indirect B2C

selling companies participated in government

program and direct B2C selli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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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global e-commerce trade

volume is continuously increasing every year. In the B2B-oriented

traditional trade mode, B2C transactions, in which manufacturers and

consumers directly deal with each other, are changing to become

centers of global trade. Moon Jae-in Government is promoting the

export policy of SMEs with the policy of online exports promotion as

the national agenda as a way to strengthe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SMEs.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the performance of B2C sales

agency business, which was promoted by the government to promote

e-commerce export, with export performance with direct sales

companies. In addition, we confirmed that participation in government

projects is a result of corporate characteristics as part of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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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strategy.

The existing studies related to B2C e - commerce mainly focus

on the status of B2C e-commerce in Korea and the necessity of

government support.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n empirical study

of B2C e-commerce export sector. Especially, it extracts B2C

e-commerce export companies from export SMEs, and distinguishes

between companies participating in government support programs and

non- And export performance. Also, it is possible to draw conclusions

by appl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rt strategy and export

performance to the B2C e - commerce field as research related to

existing export performance, and indirectly interpret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 proj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confirmed which export strategy of B2C e - commerce

export SME affects government business participation decision.

Target companies have been found to influence government business

participation in some of their product, marketing, and resource

strategies. B2C e-commerce export companies have selected the

government business, sales promotion business, according to the

company's export strategy, and the participation of government

business itself is part of the company's export strateg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B2C e-commerce

export strategy on the export performance of SMEs by educational

institutions.

In order to confirm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B2C

e-commerce export type and education were converted into control

variables and analyzed.This study also confirmed that B2C

e-commerce export strategy positively influenced the export

performance of SMEs and resulted statistically meaningful

conclusions. If the SMEs have their own B2C e-commerce export

strategy and they decide to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business as

part of the strategy, then the author would like to thank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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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for B2C e-commerce export support program as well as

sales agency Programs may also be newly created and proposed to

be expanded and reorganized in a manner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t the choice of the consumer.

Also, in the present sales agency business,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performance target of the export company considering the

performance of B2C e-commerce export company as the first priority

when selecting the performance company.

So far, the B2C e-commerce export method has become a

reference point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polici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resources and competitiveness

so that this research can be superior to the SMEs in the global

e-commerce market competition.

Keywords : Cross Border e-Commerce, direct foreign direct sales,

export strategy, SMEs export support, Industrial bank of korea

Student Number : 2017-2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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