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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전자 상거래와 중개상 1)
본 논문은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도입에 따라 생산자와 구매자를 연계하는 중개상은 그 존
재 여부를 위협 받게 된다는 중개상 용괴론 (Threatened Intermediary Theory) 에 대한
반론의 연장선에서 기업 간 전자 상거래에 있어서의 다양한 중개상의 역할변화와 그 발전 방
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기업 간 전자 상거래는 기존의 폐쇄적 네트워크에서부터 개방형 네트

워크로 급격히 이통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의 단선형의 가치 사슬
하에서보다 더 복잡한 형태의 산업구조에서 경쟁하게끔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간 전자 상
거래의 구조 변화는 맹목적으로 기존의 중개상을 위협하고， 제거하면서 진행되기 보다는， 오
히려 기존의 중개상을 혁신， 통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형태에 따라 새로운 형태
의 중개상들이 등장하고 있다

거래비용이론에만 근거한 중개상 붕괴론은 과장된 것이며 전

자 상거래 시대에서의 새로운 중개상들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기능을 새롭게 정의하
고 자신의 입지를 확장해나간다면 전자 상거래 시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서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1) 본 논문에서의 ‘종개상’은 둘 이상의 경제 주체 사이에 위치하연서， 그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매개

하는 주제를 가리키는 말 중의 가장 광범위한 것인 interrnediary를 의미한다 이는 retailer , wholesaler
등을 모두 포팔하는 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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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중개상 붕괴론 대 중개상 강화론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한 전자상거래의 도입이 기존의 시장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
도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에 위치했던 중개상 들이 겪는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두 견

해가 존재한다 그 하나는 네트워크가 일반화되고，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비용과 탐색비용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중개상은 존립 여부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이른바 중개상 붕괴론

(Threatened Intermediary Theory) 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중개
상은 자신의 기능을 새롭게 정의하고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중개 범위를 넓혀간다는
중개상 강화론 (Hypermediary Theory) 이다

전자 상거래의 도입이 중개상의 존재를 위협할 것이라는 논의의 골자는 기업이 정보 기술
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치사슬을 재조직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는 중개상들에 의해 행해졌
던 활동들을 자신의 가치사슬 내로 이전시키게 되며(internalize) . 그 결과 중개상틀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Porter et a l. 1985J [Be띠 amin et a l. 1995 J 실제로 정보
기술의 활용이 중개상을 완전 배제한 직접판애를 가능하게 하면서 생산자는 유통비용을 절감
하고， 소비자는 가격 하락에 따른 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이 이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주장되었다. Benjamin은 구체적으로 고급 셔츠 시장을 예로 들면서 중개상을 배제한 직접
판매가 가능한 경우 생산자는 62% 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거
래비용 이론을 바탕을 둔 또 다른 중개상 위협론은 〈그림 1) 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생산자
와 구매자 간 (T3) . 생산자와 중개상 (T1) . 중개상과 구매자 간 (T2) 의 거래비용을 비교하고，
정보기술의 도입에 의해 생산자와 구매자 간의 직접 거래 비용이 중개상을 거치는 것보다 더
욱 작아질 것이며. (T3
린다 [Malone

< T1 +

T2) 중개상은 그 과정에서 입지를 잃을 것이라고 결론 내

et a l. 1987J

〈그림

1)

거래비용에 중개상 붕괴론

----.
T2

T1

~’

중개상 (1)

구매자 (C)

생산자 (p)

T3
전자 상거 래 이 전

T3

> T1

+

전자 상거래 이후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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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산업에서는 전자 상거래의 도입이 실제로 기존의 중개상을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뚜렷한 산업은 보험 중개업， 여행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 마디어 출

판업 등이다

1995 년 이래로 3 년 간 미국에서는 보험 중개업자의 수가 실제로 20% 가량 줄

었으며， Insweb.com과 같은 인터넷 상의 사이버 보험 중개업자가 이를 대체하였다는 사실
은 이러한 중개상 붕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중개상이었던

Egghead

Software 는 사이버 중개업에 대한 위기감으로 800'경의 직원을 해고하고 156 개의 전 지점

을 폐쇄 , Egghead.com 으로 변모하기도 했다 [Business Week 1998)
상거래의 도업에 의한 “중개상 붕괴론”이

국내에서는 전자

기업 대 소비자 간 전자 상거래에서의

온라인 오프라인 전쟁’ 이라는 형태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유통업체

자통차업계， 금융업계， 보험업계

등에서의 기존 중개상은 가격 경쟁력을 가진 온라인 중개상에 의해 위협 받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이코노미스트

2000

527 호， 528 호]

하지만 모든 산업과 제품에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최근의 몇

몇 사례와 연구는 이러한 맹목척인 중개상 붕괴론을 반박하고， 전자 상거래가 제시하는 새로
운 중개상의 모텔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Sarkar (1 999) 는 Malone 의 거래비용

에 의한 이론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정보 기술의 도입에 의해 직접거래가 항상 비용이 더

적게 들게 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 기술의 도입 전과 후를 각각 직접거래가 중개상을 통한
거래보다 비용。l 적게 드는 경우와 중개상을 통하는 것이 직접거래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경
우로 나누어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림 2) 은 이러한 네 가지 경우를 도시하

고 있다‘ 즉， 거래비용에 의한 고찰이 전자 상거래 도입 이후 중개상의 붕괴라는 단일한 결
론에 도달하기 보다는， 전자 상거래를 이용한 직접 판매(1)， 위협 받는 중개상(Il)， 사이배
중개상 (cybermediary)

(III) ,

전자 상거래를 이용하는 중개상(l V) 의 네 가지 상이한 중개상

에 도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전자 상거래 도입 이후으14가지 중개상의 가능성
저자삿거래 도임이처

T3 ) T1 + T2

T3 ( T1 + T2
T3' ( T1' + T2'

1.

T3' > T1' + T2 ’

II

하는 직접 판매

좌작효건랩

독와~초

전자 상거래를 이용

III

사이버 중개상

(Cyberme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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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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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kar (1999) 의 논문에 바탕하여 미국의 PC 산업에서의 중개상의 변화를 분석한 최근의
한 논문은 그의 주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준다 Scott (2000) 은 Sarkar 의 거래비용 분석
에 의한 중개상의 4 가지 가능한 결과를 원용하여 미국 PC 산업에서의 중개상의 변화를 분석
하고 있다‘ 전자 상거래 도엽 이전에도 직접판매를 했으며， 전자 상거래 도입 이후에는 인터
넷을 통한 판매를 하고 있는 Dell (1) , 이전에는 중개상의 역할을 훌륭히 해 냈지안 전자 상
거래 도입 이후 위협받고 있는 Compaq과 같은 위협받는 중개상(Il)， 전자 상거래 도입 이

후 가상 공간에서 새로운 중개의 기회를 만들어 낸 사이버 중개상 (III) , 전자 상거래 도입 이
후에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중개상 입지를 지켜가고 있는 전자 상거래를 이용하는 중
개상(l V) 이 그것이다

전자 상거래 도입 이후 Rosetta Net 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기업끼

리의 정보통신 표준을 확립하려고 하는 기존 중개상틀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중개상(l V)

의 예가 된다. Scott은 Dell과 Compaq의 사례를 들면서 위협에 처한 중개상들(Il)이 다른
영역(1， III , IV) 으로 이동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기존의 오프라인 투자와 조직의 걸링돌 때

문에 인터넷올 통한 직접판매(1)나， 사이버 중개상(lII)으로 이동하기는 힘들며 대부분의 경
우 전자 상거래를 이용하는 중개상(l V) 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 기술과 전자 상거래 도입으로 중개상이 실제로 붕괴될 것인가， 또는 유지 강화될 것

인가는 이와 같은 거래비용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전자 상거래 전후의 중개상의 기능을 살
펴 봄으로써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개상은 전자 상거래의 도입과 함께 그 기능

상의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1.2 전자 상거래의 도입에 의한 중개상의 기능 확대
정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중개상의 기능과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정보 기술이 도입됨으
로써 물리적인 제풍의 흐름과 이에 수반되는 정보의 흐름이 분리될 수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
실이다 [Pisanias et a l. 1999). 전통적인 중개 시장에서 이 두 흐름은 통일한 시장에서 통
일한 중개상에 의해서 중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기존의 농수산물 집하장이나 제조업의
유통업자를 떠올리면 이는 확연해진다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집하장에 직접 모

여서 경매로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통업자가 생산자의 재고를 보유， 판매하고 이에
따른 판매， 재고 정보를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식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보 기술이 다수의

생산자와 구매자를 한번에 묶는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면서 중개상은 커다란 변화를 겪는
다. 중요한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파 같다제품과 산업의 정보 집약도(l nformation Intensity) 가 높을수록， 기존의 중개상을 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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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이버 중개상 (Cybermediary l 이 도입될 가능성은 커진다

정 보에 의 해 재 고틀 대 체 함으로써 (Substitution of Inventory by Information). 거 래 에
따른 정보의

흐름은 증가하되，

물리적

제품의

흐름은 최소화 되었다

이는 정보 중개상

(I nfomediary l 의 출현을 가져온다

거래에 따른 정보의 흐름은 증가하여 이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해 졌다

앞서 삼펴본 보험 중개업， 소프트돼어 업체， 여행 중개업 등은 제품이 얼마나 정보집약적인
가들 가로축에 표시하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가치 사슬이 얼마나 정보집약적이어야 하는 가

를

세로축에

표시하는

Porter (l 985l 의

정보집약도

매트리스(I nformation

Matrix) 의 가장 우 상위에 위치한다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Intensity

이러한 정보 집약적 산업은 비

교적 물리적 제품의 흐름을 많이 수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업에서의 중개상은

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정보의 흐름을 중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직정 고객을 만나
영업을 하는 보험 중개업자， 여행상품을 설계해주거나 복잡한 절차에 따른 유관기관의 업무를

엮어주는 역할을 하던 여행 중계업자 등은 사이버 중개상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에 의해 재고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개념은 탈중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물리적
제품 흐름을 정보의 흐름으로 대체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중개의 가능성을 찾는 모델을 낳았

다

Amazon은 그 오프라인 경쟁자인 Barns & Noble 사가 유지하는 재고량의 10% 에 불

과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 10 배에 해당하는 도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실제의 재고는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을 위주로 보유하여 재고 비용을 최소화하

연서도 물리적 재고를 도서정보로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Rao 1999]. 제 3 자 물류전문

엽체인 FedEx는 재고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공급사슬을 효율적으로 관
리함으로써 적은 재고로 최종 소비자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전자 상거래와 관련하여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중개 가능은 크게 정보 중개(I nformation

intermediation) 와 부가기 능 중개 (Functional intermediationl 의 두 가지 를 꼽올 수 있
다 [OECD 1999]. 제품과 생산자‘ 공급자에 대한 On-line Directory는 정보 중개의 대표
적인 예이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 기술의 도입은 정보 중개의 영역을 크게 확대하였다

기존

의 수출입 카탈로그와 최근 사이버 무역 중개상의 디렉토리 서비스를 비교해 보연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l 외에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가격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Dynamic

Pricing Agent 기술에 의한 비교구매 등은 정보기술이 도입됨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
는 중개상의 기능이다

부가기능 중개의 예로는 전자 결제， 결제의 인증 서비스나 거래 참가

자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타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와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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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의한 부가 기능 제공 등을 틀 수가 있다〈표

1>

정보중개상(I nfomediary) 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 만든 Hage l( 1997) 은 정보 중개상을 정보의 흐름을 바탕으로 부가적인 가치를 만
들어내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중개상의 형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살펴보았듯이 중개상의 기능은 단순히 거래비용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며， 중개상들은 그 고유한 기능을 바탕으로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가치를 창출해 왔

다

전자 상거래의 도입에 따라， 몇몇 중개상들이 위협 받고 있는 것은 위협이라기보다는 오

히려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신의 기능을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아야 한다

다읍

장에서는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 간 전자 상거래에서 어떻게 중개상이 도입되고
있으며 그 주요한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표

1 > 전자

상거래 확산에 따른 중개상의 기능 확대

전자 상거래 도입 이전

전자 상거래 도입 이후

• 안전 재고의 보유에 의한 생산자 • 제 3자 물류 (The 3rd Party Logistics 1

물리적
제품의

재고비용감소

·‘’정보에 의한 재고의 대체”

·제품의 결집과 분배

흐름

(Substitution of Inventory by Informationl

• 공급 사슬 말단의 수요를 생산자에
정보의

게 전달， 생산량과 가격 결정 지원

(경매， 역 경매.

Exchangel
• Online Directory. Catalog I Mall
• Agent에 의한 실시간 비교구매

• 생산자. 제품에 대한 catalog 작성

종름

• 제품에 대한 중립적 추가 정보제공
부가서비스

• 실시 간 Dynamic Pricing

·법적인 분쟁 해결 지원

·전자 결제 / 결제 인증 서비스

• 거래 상대에 대한 신용 평가/인증

• 거래 참가자들에 대한 추가 정보 데이터베이

·제품 검사 대행/ 추가적 신용 제공

흐름

스(구매 행태‘ 인구학적 정보 퉁)제공

• 거래에 따른 재정적 지원

• 타 온라인 오프라인 부가서비스와의 제휴

II. 기업 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중개상 개념의 재정립
“

This is not about Amazon anymore. It ’ s about supply chain!"

(D avid Perry. CEO Chemdex.com) [The Economist 1999 NOV)

2.1
기업

2)

기업 간 전자 상거래 형태의 변화
간

전자

상거래 2) 는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

전자

기업 간 전자 상거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규모의 측정치는 크게 달라진다

업 간 전자 상거래를 (OECD

Working paper. Paris

규모의

본 논문에서는 기

1999) 롤 기준으로 ‘컵유터를 얘개로 한 네트워크

상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기업 간의 거래’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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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 시장 예측 기관들은 저마다

천문학적 액수의 거래가 기업 간 전자 상거래를 통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매년 이 추
측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인

하지만 현재의 기업 간 전자 상거래는 대부분 폐쇄적 네트워크

기반 EDI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 간 전자 상거래를 위한 웹 페이지

VAN

는 전체 웹 페이지 수의 20% 에 지나지 않고 이나마 대부분 컴퓨터 산업 위주인 것이 사실

이다 [OECD

1999J

몇몇 선진 기업들은 웹 EDI 가 보면화되기 이전，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Extranet으로 구축
하여 네트워크 상의 다수 공급자를 자신의 구매 과정 합리화에 성공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GE TPN(Trading Process Network) 이나 Ford 의 FSN(Ford Suppliers Networkl 은
기업 간 전자 상거래를 통한 구매의 효과를 누구보다 일찍 깨닫고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커다란 이익을 누린

예로 인용된다 [Handfield

1999J

하지만 XML(Extensible

Languagel 과 인터넷 상의 보안에 대한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면서 사설 VAN 과

Markup

EDI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업 간 전자 상거래는 TCP/IP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중심
의 개방형

EDI ,

고 있다 [GEIS

웹 페이지를 최종적인 인터페이스로 하는 개방형 네트워크로 빠르게 이동하

2000J [OECD 1999J

최근

ERP ,

MRP 나

Server-Client

중심의

Legacy

System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틀을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시카는 기업 간 전자 상거래
솔루션

개발

업체들에

대한

높은

관심

역시

이를

대변하는

것이다 [Commerce

2000J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개방형 네트워크 하에서의 중개상 도입 여부와 그 기능에 대

Quest

한 것이다

기업 간 전자상거래 형태의 변화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래비용을 낮추었을 뿐 아니라 거
래 상대방에 대한 탑색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자는 전 세계의 보다 많은 구매자와， 구매
자는 전 세계의 보다 많은 생산자와 의사소통 할 수 있게 하였다(Gl obal

reachl

이러한 변

화는 기업의 공급사슬을 기존의 단선적， 폐쇄적인 구조로부터 보다 복잡하고 개방적인 구조
로 전환시키고 있다〈그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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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업 간 전자 상거래 형태의 변화에 따른 공급사슬의 변화

소수의 유통업자

생산자

소수의 공급자

짧
\「
겨
꾀
폐쇄적

EDI

하에서의

고객
단서헛

꼼금사승

생산자
다수의 유통업

다수의 공급자
개방적

고객

Web EDI 하에서의 복잔하 꼼급사승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개방형의 복잡한 공급사슬 상에서의 기업 간 거래는 개별 기업
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과다한 거래 관련 정보 흐름과 물리적 제품 흐름을 발생시킨다
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구매와 유통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

동시에 이 두 파

정은 정보의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보다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참가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록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특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개상 도입이 가능한 조건이

된다. GE TPN 이나 Ford FSN과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의 Extranet을 기반으로 하는 단
일 생산자 중심의 구매 네트워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기술 발전에 따라 보

다 많은 기업이 개방형 공급사슬 내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기업 간 전자 상거래 중

개상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공동으로 구축

한 자동차 부품 B2B Exchange 인 Covisint 는 이 러 한 개 방형 공급사슬의 장점 을 살리 기 위
한 자통차 산업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2 기업 간 전자 상거래와 중개상 도입의 유형
어떠한 시장 구조 하에서 중개상이 도입 될 것인가는 기폰 시장의 구조， 기존 시장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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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협상력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수의 시장 참가자가 뚜렷한 구매력의 우열 없이 산재

하는 시장 (Fragmented marketl 에서는 시장은 중개상을 중심으로 나비형 (Butterfly l 의 형
태를 가지는 반면， 소수의 생산자

또는 구매자가 더 큰 협상력을 가지는 경우 시장은 피라

미드 (pyramidl 형태로 조직된다

피라미드 형태의 중개상은 중개상을 이끄는 중심 세력에

따라 구매자 중심 피라미드형， 공급자 중심 피라미드형으로 나누어진다〈그림

〈그림

4>

4>

기업 간 전자 상거래 중개상의 유형

닌"H-^μ
τ0-J
공급자

v

냥보혈

구매자 위주 피라미드협

꽁금자 위주 피라미드헛

다수의 대등한 공급자와 생산자 사이에서 제 3자적 중럽 (3'd Party neutrality) 의 입장에
서는 나비형 중개상은 산업 전반에 걸쳐 출현하고 있다

Chemdex.com 은 기존의 1500 개에

달하는 군소 공급자들(판매자툴)과 화학 생산업자， 생명 공학 연구자 등과 같은 개인 구매자
를 연결하여 성공적으로 새로운 중개모텔을 설립한 예로 꼽힌다 [The Economist 1999

Nov). Tradecompass.com , 또는 국내의 다양한 무역 중개상， Vertica l. net 와 같은 조달，
구매 중개망 등이 여기에 속한다

미 3 대 자동차 업체인 GM과 Ford , DaimlerChrysler 가 주도하여 최근 개별적으로 추진하
고 있던 공급자 대상 구매 네트워크를 포기하고 인터넷 상에 구축한 단일한 공급자， 구매자 포

털 사이트인 Covisint는 구매자 중심 피라마드 형 중개상에 속한다

이른바 Vortal (Vertical

Porta l)이라고 볼라는 이러한 피라미드 형 중개상은 최근 기업 간 전략적 제휴와 함께 수직
적인 시장을 통합하며 각 산업계에서 급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Chevron과 Wal-Mart가 소

매업계의 정보망 통합을 목표로 설럽하겠다고 밝힌 retailersmarketxchange. com , 건설업
계의 bidbuybuild.com 은 모두 공급자 위주의 구매 중섬 피라미드 형 중개상에 속하며， 거

대한 재료산업으로써 공급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첼강엽의 경우에는 esteel.com 과 같은
공급자 중심 피라미드 형 중개상을 예로 들 수 있다‘ 국내 대기업이 최근 발표하였던 대규모
화학 중심 Portal 사이트(삼성물산의 Chemcross.com , LG 현대상사의 Chemround. com)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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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The Economist 1999 Jun)[The Economist 2000)

[Forrester 1999)

2.3 중개상의 기능 혁신 및 통합
Forrester Research가 1999년 12월 현재 매출 25만 불 이상의 기업 간 전자상거래 중
개상 507H 사를 대상으로 행한 조사는 이러한 중개상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냐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 준다 [Forrester 1999)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이 현재

각 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보다 많은 시장 참가자를 확보하여 (Critical Mass의 달성) , 자신
의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하게 만드는 것 (Lock ün) 이라고 대답하고 있으며， 현재의 주 수익

원은 거래이용료와 같은 커미션이지만 2년 뒤의 주 수익원은 시장 참가자들의 거래에 따른
부수적인 정보를 판매하는 데이터베이스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외에 중개상
의 주요 기능의 발전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4 대상 산업과 기업의 특성에 맞춘 Dynamic PricingOI 일반화 될 것이다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거래 메커니즘은 공급자의 Posting 가격정보와 구매자의 구

매정보를 연결하는 Market Aggregation , 또는 Exchange 형식이다 이는 정보 기술이 발
전하고 시장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애와 역 경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이며， 중개상은 자신
의 시장구조와 구매자， 공급자의 특성에 가장 알맞은 Pricing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다
Ariba와 같은 전자 상거래 솔루션 업체틀은 이러한 Pricing을 자신의 솔루션 내의 하나의
모율로 중개상이

처한 시장환경에

맞게

customlze하는 기술을 내어

놓고 있다 [Ariba

2000)

2.5 다앙한 부가 기능을 통합하여 진정한 Hypermediary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중개상들은 대부분 기업 간 거래에서의 한정된 니치 마켓에서 성공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가 독창적인 반면 한정적이다 물류기업의 잉여 물류수송 능력을 웹 상에서 중
개하는 yellowfreight.com이나 웹 상에서 금융여신을 실행하고 있는 firstsierra. com 둥이
그 예이다 현재는 이러한 중개상 들이 구매중개상， 유통중개상 들과 웹 상의 링크로만 연결

되어 있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중개상들은 M&A와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자신의 중개와
관련한 부가 기능들을 자신의 사이트에 통합하고 이용자들이 한 번에 자신의 사이트에서 거
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완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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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between service

provider등은 모두 이런 통합 기능 중개상을 의미한다

[Vandermerwe

1999)
2.6 제 3 자적 중립자 (The 3 rd neutral Party) 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나비형 중개상의 경우 중개상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제 3자로 기능

할 수 있다는 정은 정보의 인증，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평가， 추가적인 신용제공 등의 다

양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SWIFT( 국제은행간 결제기구)와 무역 관련 보험회사 연합
인 TT Club 이 함께 구축한 Bolero .net은 전세계 무역업체 들과 금융기관 등의 EDI를 중
개하면서 회원사 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를 제 3자로써 중재하는 규칙으로 Bolero

Rule Book 이라는 것을 제정했는데 이는 그대로 국제 무역 금융관련 규칙으로 인정될 가능
성이 크다

2.7

중개상은 해당산업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개별 중개상은 연계하게 된다

보다 많은 이용자 (Critical Mass) 를 확보하겠다는 중개상들의 노력과 함께 기업 간 중개

상은 시장 참가자 간에 관련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이러한 Lock In 효과를 보다 공고히 하려
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중개 사이트들은 각 산업 기술에 대한 세미나， 시장 정보 서비스 등

을 제공하고 있다
것이다

동시에 동일한 산업 내의 중개상 간의 연계도 보다 활발히 일어나게 될

Commerce One 은 전세계 주요 기업의 Extranet 중심의 구매 사이트， 구매 중개

상 사이트 통을 모두 연합하는 구매 Portal 의 Portal 형태로 G1 0bal Trading Web을 운영
하고 있다 (marketsite. net)

이러한 기업 간 전자 상거래에서의 중개상의 도업을 새로운 기회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
로 자신의 사업을 재 정의하려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오프라인 전자 부품 중개상에서

온라인 가상 중개상으로 발전한 Avnet Marshall (marshal l. com) 은 전세계의 전자 부품 공
급자들과 구매자들을 자신의 웹 사이트로 연결하고， 거래 제품과 공급자， 구매자에 대한

Directory 서비스는 물론， 설제로 웹 상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주요
구매자인 전세계 주요 가전 업체 엔지니어들은 Marshall을 통하여 특정한 전자부품을 특정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자신의

사양에

맞게

테스트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Marshall 은 웹 상에 AMD. Inte l. Toshiba 등의 세계 유수의 부품 판매자가 자신의 제품

에 대한 세미나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엔지니어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Marshall 이 제 3자적인 중립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테스트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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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보 중개상의 평판을 바탕으로 전자 부품 중개의 Portal로 기능 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정보 중개에 따른 실제의 제품흐름은 모두 제 3자 물류 엽체인 UPS가 당당하
며 Marshall은 UPS와 울류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Sawy 1999 J( Mougayar 1998) (그립

〈그림

5) Avenet

5) .

Marshall 의 정보 및 제품 흐름

----.
정보의 흐름

ill. 맺음말
거래 비용 이론을 바탕으로 전자 상거래의 도입이 생산자와 구매자 간의 중개상을 배제하
는 식으로만 이루어 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개상 용괴론은 다분히 과장된 것이며， 중개상은
맹목적으로 배제되기 보다는 고유한 기능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능을 새롭게 정의해 나갈 것
이다 이는 정보 기술이 정보의 흐름과 물질적 제품 흐름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여 정보가 물
리적 재고를 대체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기업 간 전자상거래의 기반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종래의 폐쇄척 네트워크로부터 개방적이
고 보다 복잡한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가상 공급사슬과 가치사슬 상에서

중개상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물리적 제품의 흐름은 전자 상거래의 효율성에 의해 계속
탈 중개의 압력을 받지만， 전자 상거래의 도입 이후 폭주하게 된 정보량은 오히려 정보 중개
상의 필요를 증대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형태의 정보 중개상의 등장은 이러한 이론

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이들 중개상은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에 위치하면서 정보 기술을 이
용하여 축적한 고객 및 기술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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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지만 기엽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중개상의 도입이 중개 시장에
참가한 공급자와 구매자들의 구체적인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

구， 나비형 중개상과 피라미드형 중개상의 차이점과 상이한 경영전략에 대한 비교 연구 등은
홍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중개상의 도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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