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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벤처기업 (startup

--,

Company) 혹은 닷캠( com)7] 업들이 소위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이유는 기업의 수익성 즉，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투자회사와 주주들의 냉정한 평가 때문으

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재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들은 과연 그들의 비즈니스 모텔

이 핵심적인 사항이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텔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사업모텔 혹은 킬러엠을 창
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에 똥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 환경과 관련하여

급속도로 커지논 전자상거래 시장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텔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 별로 분류하
고 정리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텔의 개발이 기업의 나아갈 방향이므로 이러한 비즈니스 모
텔을 웹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웹 환경에 가장 손쉽게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성공적

오표라인 비즈니스 모댈의 적용 관점을 소개하고， 디벨스와 훼파 및 수익왼에 따른 비즈니스 모

텔을 분류하였으며， 전통적 비즈니스 모텔의 디지털화를 설명하고 킬러엠과 관련된 몇가지 카
워드환 분석하였다

1.

서 론

웹은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된 매체이며， 웹을 활용한 비즈니스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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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금융， 주식거래 경매‘ 오락， 서비스 등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웹 환
경과 더불어 다양한 웹 비즈니스 모텔(B M: Business Mode l)또한 계속 등장하고 있다 기본
적으로 비즈니스 모텔이란 기업이 어떻게 돈을 별 것인가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1 매우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로부터 매우 복잡한 바즈니스 모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시장 성숙도에 따라
일부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운 모텔에 의해 대체되거나， 변형되거나 여러 유형의 모델이 합해져

다양한 새로운 모텔로 나타나고 있다 웹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과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경우 정확한 개념 정립은 아직 미확정 상태이
지만， 대체적으로 비즈니스모델 그 자체는 특허대상이 아니고 비즈니스모텔에 정보시스탬이
결합된 형태는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고 있으므로 1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정보시스템(컴

퓨터， 웹， 통신기술)으로 실현된 비즈니스 방법에 인정된 특허라고 정의될 수 있다 더구나 아
마존 (amazon) 의 왼클릭 주문처려 방식이나 프라이스라인 (Pricelinel 의 역경매 방식의 경우
처럼 웹 비즈니스 모댈이 법적으로 ‘비즈니스 특허’로 인정됨에 따라 웹 바즈니스 모텔에 대한
관심은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웹 환경 및 정보시스템과 연관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류와 정의

를 살펴보고， 수입왼에 대대 좀 더 깊이 분석하며 기존의 생산 시스템의 웹 비즈니스 관점에서
의 결합을 위해 기술적 구성요소의 측면과 웹 환경에서의 비즈니스적 측면을 살펴보는 것은 매
우 의미있는 접근이라고 보며， 결론적으로 킬러엠이라고하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의 웹과의
연관성 등을 살펴보면서 향후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웹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는 기준은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

(technical feasi bili ty) 과 이 모델이 사업으로서의 가능성 (project feasibility) 이 있는가에

있다 물론 사업으로서의 가능성 평가는 기업 내에서도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성
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하더라고 인정된다 기업내부에서의 사업성은 경영합리화， 경영혁신 차
왼에서 비용절감만으로도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웹 환경에서의 BM 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첫째， 거래에 관여한 당사자들과 각각의 역할을 포함해 상품， 서비
스와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 구조 둘째， 거래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에게 주어지는 편익(편리
성과 수익). 셋째， 수입왼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있어야 한다 (Timmers. 1998)

웹 환경의 비즈니스 모델 혹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들은 너무 다양하고， 기존 모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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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변형되고， 여러 모덴이 서로 경합되띤서 새파운 모넨들이 나타나고 있어 전자상거래 모
델을 구분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1 )

비즈니스 참여자 구분에 따랴 기업과 소비자간의

B2C

전자상거래， 기업간 전자상거래인 B2B 전자상거래， 그리고 소비자간 상거래인 C2C 전자상거
래로 구분될 수 있고

(2)

비즈니스 모델의 주 수엽원 (source

of

revenue) 에 따라 광고형， 수

수료형， 이용료형

회비형으로 구분될 수도 있으며. (3) 거래에 참여하논 당사자들의 상호작용

형태에 따라 l 대 1

(1 to 1). 1 대 다수(] to n). 다수 대 다수 (n to n) 로 구분할 수 있고 또

한

(4)

바즈니스 방삭에 따라 소애형

경때형

역경매형

포털형， 카타로그 판매형

주문판매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5) 순수한 웹에서만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존
의 비즈니스 모델이 웹에 이식된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

1) 단순 분류
가장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방법은 왼래 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델의 웹 환경

으로의 전이된 모델 (transplanted real~world
니스 모델 (native

1998)

business modcls) 인가 혹은 웹 고유의 비즈

Internet business models) 인가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B ambury

웹 환경으로 전이된 비즈니스 모델들은 오프라인에서 이미 검증된 사항이기 때문에 비즈

니스 모델로서 인정 받기가 쉽고 사업하기도 용이하며， 또한 여러 모델들을 조합하여 시행해보기
가 쉽기 때문에 가장 흔한 웹 비즈니스 모텔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 po]ymorphism)

관점에서 먼저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오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이 웹 환경에 전이된 예

오프라인 벼즈나스모텔

온라인사엽 예

우편주문모텔

Amazon ,

키워드 광고 등 광고중심 모텔

Yahoo. Google. Naver 등 검색엔진

정기적 배송모델

뉴스서비스， 논문지， 잡지구독

무료사용모델

소프트웨어 무료사용 후 회원제

쇼핑몰 풍

부동산거래모델

도메인 동록및 판매

사무실 임대모델

웹호스팅

게임 도박등

온라인 도박및 게임

、

‘,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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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고유한 웹 비즈니스 모텔플로는 ( 1) 정보수집
(예， 채용정보.

및 검색중심의 정보제공 모델

Hibrain.net. Ranky.com 등). (2) 소프트웨어 기술발전， 웹 이용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무료 사용을 기초로 하는 다운로드 사잇 및 프리웨어 모텔

(utility freeware). (3) 웹을 통해 개인간 또는 개인과 기관간의 왼활한 정보교환을 추구하는
정보교환 모텔(예
모델(예

냉스터). (4) 웹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웹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속제공

AOL. 두루넷， 하나로통신， 네스핏) 등이 있다 웹 비즈니스 모텔의 대다수는 회왼수

의 확보에 있다고 보고 이뜰 모텔 중에는 상당수가 고객확보를 위해 유인책으로 무료로 서비스
를제공하는 경우가많다

2)

수입원에 따른 분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의 수입왼 (revenue source) 로 구분하연 크게 다음의 표와 같이 6 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입왼으로 분류해 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중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면서 광고수입을 1 차적인 수입원 또는 2.3 차적 수입왼으로 하고자 하는
거 래 모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트래픽

B2C 전자상

(internet traffic) 확보를 위 한 방식 에는 크게

5 가지 정도가 있다

〈표

2>

주수입원으로 구분한 67f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수입모텔

수입원

광고형

사이트 히트 수， “eyeballs ’을 근거로

(Advertising Model)

(예)
소매점형 (e-Retailing

Mode l)

웹을통한직접 판매 매출
(예)

채널형

(Channel Modell

eBay. Yahoo. Amazon
GAP. Dell Computer. Wal-Mart

웹을 통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유통점에게

자사제품을판매토록

( 예 ) Reebok. Levi -Straus
제휴형

(Affiliate Modell

배너광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수수료수입
(예) Amazon.com은 10 만개 제휴사

프랜차이 즈형

(Franchise Modell

프랜차이즈 허가에 따른 수수료

( 예 l Allstate보험
가입형

(Subscription Mode l)

컨벤츠 이용에 따른 이용료
(예 )AOL.

4

가입비

wwW.hOQv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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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

잠여 주체에 따른 분류

참여주체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은 3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그
림과갇다

•

당사자 중심의 모형

구매자 모형 (sell side e-commercel 혹은 판매자 모형 (buv side

e-commercel
•

포털 중심의 모형

판매형 포털 (distribution portalsl 혹은 공급형 포털 (procuremen t

portalsl
• 교확장터 오형 (exchangesl

판매 및 구애 통합모형

우선 당사자 중심의 모형은 웹의 효율성 (efficiency of the internetl 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이다 즉， 구매자나 판매자나 접촉할 수 있는 거래당사자의 범위플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며 가격 및 조건 등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비교하고 매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자 중
심의 전자상거래 모형의 예는 개별 제조회사의 웹 쇼핑볼이 될 수 있고， 구애자 중심의 모형의
예는 커뮤니티의 공동구매가 있겠다

다음으로 포털중심의 모형은 풍합에 이점이 았다

즉， 포

털이 거간역할을 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간의 조건을 맞추어주고 거래를 만드는 모형
이다 그 예로는 아마존 (www.amazon.coml 이나 항공권경매 혹은 특별물품 전문점 등의 전
문상품 포털이 있다 다음으로 교환장터 모형은 구애자와 판매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 모형은 공평성과 효율성이 장려되는 장터 (fair and efficient marketl 라는 것이 장
점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 2.1-2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이때.

s=

2.1)

당사자 중심 전자상거래 모형

공급자 (Supplier). B

=

구매자 (Buyerl 를 의미한다 )

t7

•

g

s

s
B

s

B

s

B
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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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포털 중심 전자상거래 모형
(이때， DP = 분배 포털(Distribution Portal) , PP = 공급 포털 (Procurement Porta l)을 의미)

v ---v

←←「?

]7

b

s

b

s --DP~
s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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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장터형태의 전자상거래 모형

(이때， X = 판매장터 (eXchages) 를 의미함)

치

\[

\[-_. V

B

B

b

‘

z

U

s

B

s

j

•• x

s

s
b

s

B

4) 중간상 모델 (B2B Intermediary Models)
지금까지는 B2B 전자상거래라고 하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고객과 직접 대화하기 위해 중간
상 (intermediary) 을 거치지 않으면서 직접 기업고객에 판매를 하는 Cisco Y- Oell Computer

처럼 이미 유명해진 기업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B2B 전자상거래는 대상고객
이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점만 다를 뿐 소위 전자상정 (e-shop) 이나 제조업체의

click-and-mortar 같은 B2C 전자상거래와 차이가 없는 B2B 전자상거래이다 전문가들이 이
제 B2B 전자상거래가 굽신장할 거라고 전망하는 B2B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은 B2C 와 비슷

한 직접판매 유형보다는 ERP , SCM 이나 CRM 같이 IT기술을 이용한 개별 기업의 범위를 벗
어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B2B 전자상거래를 의미하고 있다
새로운 종류의 중간상들은 고객들을 끌어 모은다는 의미에서 “소용돌이 (vortexes) " ‘나비 시

장 (butter f1y markets l" 또는 “네트쩍 시장주도자 (Net Market maker l"라고 불린다 이틀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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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형태로든 전자 허브 (electronic hubs) 로서
verticals) 나 특정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예

고

기능을 하면서 특정

산업재 (industry

항공기 부품에서 2 차 모기지 시장)에 초점을 두

소규모 전자장터 (electronic marketplace) 들을 오아서 호스팅하거나， 여러 기업둘간의

거래 (any-to-any transactions) 릎 한곳에 모아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제 3 의 장터라는 특성
을 구현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가치를 창출해 낸다

이들은 첫째， B2B 전자상거래

에 있어서 네트워크 허브처럼 거래 드래픽을 모아서， 파우팅하고 스위칭하는 서비스륜 제공하
고， 둘째 비행사의 허브처럼 구애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제 3 의 중간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

다는 점에서 혁병적이며， 향후 B2B 전자상거래의 지도를 바란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전자

B2B 허브에서 거래수수료나 광고수입이 커지고 있으며， 중요한 점은 이플 허브뜰이 마진율이
85% 정노로서 매우 높다는 점이다 참고로 B2C 허브인 eBay 의 경우 마진율이 80% 가 념으
며， 이 점이 바로 eBay 가 사업에 뛰어든 지 l 년 만에 순익을 내게 된 핵심적인 이유이다

(1) B2B 허므 비즈니스 모델괴 B2C 의 차이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보면 B2B 허브나 B2C 허브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업 형태에 있어서 모두 웹을 활용해 허브라고 불라는 제 3 시장을 제공하고，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 허브를 통해 주문을 하고， 입찰을 하는 등 거래를 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물건의
양도나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경우

그러나 기업간 거래를 중재하는 B2B 중간상 모델의

소비자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와 기엽간을 중재하는 B2C 중간상 모델에 비해 다음과 같

은 특성이 있다

규모의 경제 (Returns to scale) 측떤

Buy.com 이나 Amazon.com 처럼 소비자를 대상으

로 하는 허브의 경우 정보 유통량 측연에서 보떤 정보량의 비대칭이 심해 단방향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B2C 중간상 모텔의 경우， 창출되는 대부분의 편익이 구매자에게 돌아가는
반면， B2B 전자상거래 허브의 경우 정보 유통량이 서로 비슷한 양방향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중간상의 존재로 인한 편익이 판매자와 구매자 양자 모두에게 제공된다

B2C 허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판매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하는 반면，
B2B 허브의 경우 허브에 참여하는 당사자 숫자의 제곱으로 증가한다 즉 B2C 허브의 경우
100 명에서 l 억 병으로 소비자수가 늘어나더라도 판매자가 갖게 되는 편익은 주로 시간 절감이
고 구매자가 갖는 편익은 마케팅 비용절감과 구매비용절감으로서 이는 대제로 선형인 반면‘

B2B 허브는 (1 ) 정보 탐색 비용절감， (2) 정보 전달비용절감， (3) 서로 다른 비즈니스 상대와
커유니케이션 하기위한 시스멈 표준화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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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기능 향상 등에서 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가치는 허브에 참여하는 참여자 수가 늘어감에
따라제곱으로 증가한다

전문성의 측면

일반 소비자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B2C 허브와 달리 B2B 허브의 경우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전문적인 정험이 없이는 성공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다 현재 활발하게 운영
되고 있는 B2B 허브를 보면 확실히 얄 수 있다

연구소의 과학장비나 실험기자재를 취급하는

SciQuest.com. 플라스틱 제품제조업체와 플라스틱 원료， 처리기자재를 담당하는 Plastics
Ne l. com 이나 철강재를 다루는 e-Steel 의 창업자들은 모두 해당 산업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가
지고 주요 판매자와 구매자와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고객 확보와 유지측연

고객확보를 위해 온라인 소매상들의 경우 배너 광고나 제휴 프모그램

을 활용한다 이에 비해 B2B 거래의 경우엔 판매자나 구매자가 배너 광고플 보고 계약을 척척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세일즈 콜을 해야 하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과정이 복잡하고 시간
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B2B 허브 운영자는 (1 ) 모든 공급자 카다로그를 반드시 온라
인으호 확보해야 하며. (2) 관련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완전히 이해하고‘ (3) 참여하는 판매자
와 구매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룰을 정하고.

(4) 허브의 시스템이 참여하는 판매자

와 구매자 모두의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단 한번 고객으로 참
여하게 되면 고객의 경우 스위칭 비용 (switching cost) 도 높기 때문에 고객충성도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규모의 경제. 분야별 전문성， 높은 고객의 스위칭 비용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반면 순익 잠재력이 높고 B2C 소매점의 경우보다 경쟁이 덜 치열하다는 것이 B2B 허브가 다
른점이다

(2) B2B

중간상<B 2B 허브) 모델의 종류

B2B 허브 사업은 금융시장과 달리 특정 분야， 특정 서버스 같이 한두 차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모든 아이템을 모두에게”라는 식의 대량화， 대형화를 추구하는 B2B 허

브는 Nets Inc 의 사례에서 보듯 실패의 첩경이다

Nets Inc 는 B2B 쇼핑볼로서 서로 다른

산업재와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추구했기 때문에 충분한 수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시장으로 끌
어 들이지 못해 실패했다

B2B 허브는 특정 산업이나 시장을 따라서 수직적으로 전문화하거나‘

아니연 특정한 기능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따라서 수평적으로 전문화 할 수 있다

따라서

B2B 허브 (eCommerce) 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판매자와 구매자간 중재를 통한 시장
창출 (market-making) 방식에 따른 B2B 전자상거래 모텔을 분류해 보자

B2B 허브 모델은

B2C 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시장창출 메커니즘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 고정가격제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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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는 카타로그형 (catalog model) 과 (2) 다이내믹한 가격 매커니즘을 따르는 경매형 (auction

mode l) , 교환형 (exchange mode l) , 바터 형 (barter mode l)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B2B

허브 모텔의 핵심성공요인

B2B 허브의 경우 B2C 허브와 마찬가지로 허브에 잠여하는 고객의 수플 빨리 확보하는 것은

B2B 허브 운영의 유동성을 위한 필수적인 난제이다 그라나 B2C 의 경우와 달리 불특정한 일반
소비자 수룹 짧은 기간 내에 확보하는 소위 트래픽을 묘으기 위한 인센티브 마케팅보다는， 기본

적으로 Hub 를 통해서 가장 큰 거래관련 면익음 받을 주요 고객들을 중점적으로 먼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구매역을 가진 판매자나 어떤 형태든 시장지배력을 가친 구애자들 중점

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떤 이틀과 거래를 하는 상대방 고객뜰도 자연적으로 유치하게 되는 효과
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Chemdex 와 SciQuest com 은 판매자에 먼저 초점을 둔 사례이며，
PaperExchange 는 반대로 구매자에 먼저 초점을 두어 성공한 사례이다

B2B 허브에 있어서 주요성공요인 (KSF) 은 바로 유동성 (]iquidity) 의 확보지만 동시에 B2B
허브에 참여하는 당사자들과 폭 넓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핵심 성
공요소이다 이러한 관계의 구축은 구매자와 판매자 들이 다른 곳에 가서 거래하는 것이 비효율
적이게 하는 소위 스위칭 비용을 높이는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

B2B 허브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B2B 허브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치열해 지는 경쟁에 대응하여 사업영역의 다각화가 필요할 것이다

B2B 허브의 다각화는 (1)

수평적 범위 (2) 수직적 법위 (3) 서비스 제공 범위 (4) 운영 애커니즙 범위의 확대를 통해 이
루어진다 예를 들자연 e-Steel 의 경우

본래 철강재 산업 , 구매 프로세스에 특화하여 교환(거

래소) 방식 메커니즘을 가지고 소위 로지스틱스 서비스를 。}웃소싱 하는 업체이지만 수평적으
로 e-Steel 은 물류추적 Oogistics tracking) 이나 투자회수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으며‘ 수직적
으로는 포장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1 관련업계에 크레덧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거래소 방식에 별도로 경매방식 시장도 제공할 수 있다

5)

티벌스의 비즈니스 모텔 분류

티벌스 (Timmers ，

1998) 는 가장 기본적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텔로서 기업이나 점포

의 웹사이트릎 이용한 마케팅 모델이다

처음에는 기업홍보， 제품 PR 을 위해 사용하다 점차

고객으로부터 주문도 받고 대금도 지불할 수 있는 기능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전자상점을 거

론한다

판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마케팅 채널과 다른 또 하나의 마케팅 채널로서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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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용으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수요를 확충하여 매출 증대를 가능케 하고 1 고객입장에선
전통적 채널보다 저렴한 가격， 폭 넓은 선택기회， 보다 많은 정보， 시간 공간을 초월한 구매
및 대금지불이 등의 가능해진다

특히 한번 구매했던 고객의 경우 고객정보를 구축할 수 있

어 이를 이용해 재구매시 1 대 1 개인화 된 마케팅을 통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

이스 마케팅(D B 마케팅)이나 고객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티얼스 모델의 세부사항

E-procurement( 전자 구매)

웹을 이용해 입찰공고와 협상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를 하

는 모델로서 전통적인 EDI 나 CALS 의 연장선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공급선 선택 폭이 넓어지고， 저렴한 왼가， 나은 품질， 배달 및 구매소요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

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입찰정보에 대한 접근， 입찰시장의 글로벌화， 입찰비용 절감， 부분입찰
가능성， 공동입찰 같은 입찰의 유연성을 높여준다는 이점이 있으며， 주로

B2B 전자상거래의

모델이다

E-auction( 전자 경매)

전통적인 경매시장을 웹 공간으로 옮겨， 웹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

한 모델로서， 경매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멸티미디어로 정보를 제공함과 통시에 단순
한 경매 입찰기능 뿐만 아니라 계약， 대금결제， 배달기능까지를 첨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텔
이다 경매제공자의 수입원은 웹 경매 관련 기술플랫폼 판매， 거래수수료， 광고수입이며 경매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물리적인 운송이 불필요하며 글로벌 소싱이 가능하다

경매참여자의

이점은 저가 품목의 소량매매 가능하며 일반 경매보다 낮은 경매비용에 있다

E-mall( 전자 쇼핑몰)

전자쇼핑몰은 e-shop 을 모은 것으로서 소위 고객들이 믿을 수 있는

저명한 브랜드 아래 “품질 보증， 대금지불보증” 등 기능을 첨부할 수 있다 취급하는 제품군에
따라 소비재를 다루는 e→ Mall 과 산업재 또는 특정 서비스에 특화 하는 경우엔 소위 산업재를

다루는 장터 (marketplace) 인 eStee l. Industry.N et같은 B2B B2B hub형태를 취하게 된
다‘ e-Mall 운영자는 입주하는 개개 사업체에 대해 비즈니스 모텔에 따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지원기술판매(I BM 의

World Avenue) y. 지원서비스 제공 (Barclay사의

BarclaySquare) . 트랙픽을 대상으로 한 팡고사업에서 수익을 추구한다 이용고객 입장에서는
e-Shop이용 편익과 통일한 편익을 추구하며， 동일한 인터패이스 방식으로 다양한 쇼핑이 가능하다
그러나 e-mall 모델의 사업적인 성공가능성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점차 웹사이트 운영을 외주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어 기업간 전자상거래 차원에서 e-mall 에 대

10

•

웹 환경과 비즈니스 모텔

한 수요는 늘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부정적 측연에서는 IBM사의

World

Ave 가 사업 칠수를

결정한 이유가 단순한 클릭 (clickl 만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갈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
웃 (neighborl 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곳에서의 쇼핑이 기대만큼 고객에게 애력

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더구나 웹을 이용하는 대부분 능숙해진 이용자들은 통일된 사용자 인
터페이스에 싫증을 느끼기 때문에 사엽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marl‘ etplace( 제 3 장터)

Third party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존재하며， 기존 오프라인 기

업들이 웹 마케팅을 외주하려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떠오르는 비즈니스 모댈이다

공급자의

제품 항옥을 수요자의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브랜딩， 대금지불，
로지스틱스， 주문 등 매매거래절차 모든 단계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가능하다

장터제공자의

수입원은 회원가입비， 서비스 수수료， 거래수수료가 주가 되며 1 광고도 수입원이 될 수 있다

Virtual

communities( 가상 커뮤니티)

가상 커뮤니티 모델의 궁극적인 가치는 가상 커뮤니

티에 참여하는 고객과 파트너틀로부터 나온다

즉 커뮤니티 회왼들의 회비 (membership

feel

가 광고수입과 함께 주 수입원이며， 고객의 feed-back 이나 고객서비스를 통한 관계구축에 기
업들이 많이 활용한다

Value chain service provider( 부가 서비스 제공)
가치사슬 (industry

value

전자지불기능， 로지스틱스 같이 산업의

chainl 상의 특정한 기능에 특화 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는 모텔로서， 은행들의 전자결제 인증서비스에서부터 생산관리， 재고관리에 이르기까지 가치사

슬상의

지원활동이

(www.ups.com
Value chain

모텔의

핵심이다

수입원은 웹

기반 소포배달서비스 FedEx or UPS

1 의 예처럼 주로 서비스 이용료 또는 커미션에 있다

integrators( 통합 부가서비스 l: 가치사슬상의 여러 단계들을 묶어서 통합서비

스 제공하는 모델로서， 수입원은 컨설팅 비용이나 거래수수료이다

Collaboration platforms( 협업 플랫폼)

협업작업 플랫폼 사업모텔은 기업간에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고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기업들에게 제

공하는 서비스로서 공동 디자인， 공동 엔지니어링， 공동 프로젝트 컨설팅에 활용된다

Information brokerage (정보

중개)

정보중개비즈니스 모텔은 공개된 네트워크인 웹상에

서 구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수집， 가공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엽으로서. Yahoo 같은 정
보검색 사이트에서 이용자 정보를 모아 고객 DB 화해서 판매하는 정보사업으로서 주된 수입원은
DB 판매 .DB 이용료 .DB 상의 광고수입에 있다

Trust and other services (신용 서비스)

트러스트 서비스는 웹상으로 공증서비스， 인증서

비스들 제공하는 모텔로서 수입원에는 확인서비스 수수료， 관련 소프트웨어 판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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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티멸스의 E-비즈니스 모델의 분석
티벌스는 비즈니스 모델을 두가지 관점 즉， 혁신도 (the degree of innovation) 와 기능 통합
정도 (the extent of integration of functions) 두 가지 정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구분하고 있
다 혁신도가 낮고 기능 통합도도 낮은 모델은 기존의 판매업무를 전자적으로 행하는 가장 기본

적인 전자점포 (e← shops) 을 의미하며， 이와는 반대로 혁신도가 높고 다중기능을 갖춘 경우의
가치사슬통합 모맹 (value chain integration) 은 기존의 형태로는 제공할 수 없는 모델로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상의 원활한 정보흐름을 가능케 하는 정보기술(I T) 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복잡한 모텔이 된다고 설명하며， 그 예로서 가상공동체 모형， 협업 플랫폼， 재
삼시장 모형， 그리고 부가가치 통합 모형 등이 있다고 보고있다

이들 중간에 위치한 비즈니스 모델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오프라인에서도 제공되어 오던 모델
로서 정보기술과 웹음 이용해 기존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띤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복합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된 비즈니스 모델들이다 티별스는 비즈니스 모델 아키텍쳐를 확인하
는데 있어서 가치사슬 (value chain) 의 분해 (deconstruction) 와 재견합 (re → construction) 을
통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가치사슬상의 요소를 확인하고， 거래참여자의 상호활동

(in teraction) 패턴을 분석하여 가치사슬플 따라 정보를 동합하는 방법을 밝혀냄으로써 비즈
니 스 모델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가치사슬 분해란 Porter (1985) 가 언급했듯이 본원적활똥과 지원활동에 속하는 가치사슬상
의 요소를 밝혀내는 것이며， 상호활동 패턴이란 1 대 1 ， 1 대다， 다대1. 다대다를 의미하며， 가치
사슬 재결합이란 가치사슬상의 여러 가지 단계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정보처리과정을 통합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가치사슬 요소의 조합 (combination of value chain elements) 이 이루
어진다‘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아키텍쳐는 가치사슬요소 조합과 상호작용 패턴을 연계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전자상점 (e-shop) 모텔은 1 대 l 마케팅과 판매 모델이며， 전자쇼핑몰은
1 대다， 공통 브랜드를 가진 전자쇼핑볼은 다대 1 마케팅과 판매 모댈이 된다
티멸스는 비즈니스 모텔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정보기숭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가능케 하며， 비즈니스 모텔 선택에 있어서 첨단기술 능력은 단순히 하나의 판단기준이며， 기숭
자체가 사업적인 의미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는데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모텔의 정의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제안이 나올 수 있고， 제안된 수많은 모델틀이 아직
사엽성을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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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보시스템의 확산과 전자화 (e ←Transformation)

지금은 우랴 주변의 모든 물리적 대상이 전자적 가상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소위 굴뚝산엽
의 전자화도 대규모로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기업 관련 상거래 부문의 변신이 제일 큰 폭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륜 이끄는 힘 (driving force) 은 정보시스템의 확산에 있으며

앞서 언급한 대로， 각각의 생산요소와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결합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
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관접을 시사한다

우선 왜 선자적 공간으로 웅직여 가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전자화 된 데이터

(machine readablc data) 는 처리속도， 전송 갱신에 있어서 빠르며， 새로운 분석방법이 적

용된다는 점이다 또한 연결성 (i n terconncction) 에 장점이 있다 즉. 공급자， 판매자， 협력사
(partners) . 사내 직원들 뿐만 아니라 고객과 잠재적 고객과의 연결성이 좋아져서 여라가지 표

과를 만틀어낼 수 있다 세번째로는 생산성이 높다는 점이다 야후 (yahoo) 의 인당 수익률은
212이며 상대적으로 하인즈 (H.J. Heinz) 의 경우 18정노로 나타난다 [NY8E. 2004J
디지털 시대에는 규모의 경제(E conomy of sale) 라는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고객이 웹에서 주문형 상품주문을 하게되면 맞춤생산 중심으로 변화되며， 전통적인 기업은 생
산기능을 하청업체에 이전하고 자신의 주요역할을 제품기획 및 서비스 통합으로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텔 컴퓨터 (www.del l. com) 가 규모의 경제부분을 모두 하청으로 이관하고 서비스 영
역에서 고객만족도에 초점을 맞춘 사례가 된다

1.

일반거래와 전자상거래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 활동(영업활동)과 전자상거래 활동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
자 우선 전형적인 상거래 활통은 다음과 같은 7 단계로 이루어진다

•

고객의 판매자 탐색(B uyer finds seller)

•

상품의 선 택 (8election of Goods)

•

협상 (Negotiation)

•

판매 (8ale)

• 지불 (Payment)
•

배 달(D elivery)

•

판매 후 활동 (Post-sal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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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거래의 전형적인 활동이 전자화 되연서 즉 전자상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 기술

이 적용되고， 또한 전자상거래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정보가 수집된다 신기술로는 검색엔진

(Search engine) 과 온라인 카탈로그， 상품검색 및 추천 에이전트， 쇼핑로봇 (shopping
robot , shop-bot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함)， 거래처리 시스팀， 보안 및 지불시스팀， 웹 브라
우징 및 전화시스팀 등이 있다

〈그림 3.1 > 일반거래와 전자상거래 1 그리고 관련 기술 및 수집되는 정보

다칠료돈정보 1

뎌굶돈같기술 1
검색엔진

• • • V 고객 탐색 때턴 (SEARCH BEHAVI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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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전략

기격 민감도명기
개민정보
장바구니 정보

데이터변환기

보만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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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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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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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요구조건

온라인 문제요약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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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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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결판매기회

또한 수집되는 정보로는 고객의 웹사일 출입기록 및 탐색패턴， 고객의 선호도 정보， 온라인
마아케팅의 효과평가‘ 개인의 신용 및 장바구니 정보， 고객만족도 명가， 판매후 연결판매 기회
등의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 여기서 생각해볼 것은 왜 물리적인 상품 (goods) 이 움직여야 하는
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언제 정보 (bits) 가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초점은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전자화 (digitization) 의 장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

이 간과되는 경향이 농후한데， 예컨대 아마존 (amazon.com) 은 아주 기본적인 공식

이익은

판매에서 비용을 뺀 것이라는 점 특히 비용투입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율이 낮다는 것이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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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많은 닷컴( .com) 기업들이 수요공급법칙읍 무시하여 위기에 봉착해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즉‘ 수요가 많지 않은데 기술만 앞세워 사업을 밀고 나가는 경우가 닷컴위기

의 가장 큰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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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경우 일반적인 물류의 흐픔이 앞의 그램과 같이 나타난다 즉 자재의 조달과 생산
재고 및 상품배송 그리고 고객 서비스의 양상으로 상품이 흘러간다 이때 관련되는 정보는 수요
예측 제품설계， 공정설계， 가격산정， 품질관리

공정관리， 상태감지 빚 보고， 최종적으로 고객

서비스 등이 관련된 물류의 흐름과 상호 연동되어 작용하게 된다

이것이 전자적 생산통합 (c- Manufacturing) 이 되면 아래와 같이 많은 정보틀이 통일한 불류

와 정보흐픔에 상호 작용하여 전자적 생산풍합시스팀을 형성하게 된다 예컨대， 수요예측 과정
에는 데이티 마이닝이 작용하고， 제품설계에는 PDM 이나 그룹웨어 BOM 시스팀 등으로 부터
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등이다 또한 이틀 각각에 적용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많다고 볼 수 잇다

그러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흑은 구매자는 어떻게 판매자와 제품을 찾아낼 수 있는
가? 그것은 꽉화된 검색엔진(예

www.buycrsindex.com 혹은 UDDI 즉 www.uddi.org) 을

동하는 것이 일반작이다 심지어 특정 웬사일에 대한 방문추적 결과를 보면 검색엔진을 동해 방
문하는 사용자의 수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제품 및 판매정보를 가진 기업에서
는 유명 검색엔진에 올라려는 시도와 이왕이연 상위 (TOP 10) 에 올리려는 노력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2. 전자구매 (e-Procurement) 와 내부경쟁
전자구매 방식은 불자 조달문제를 단순화하고 비용플 절감하며

입찰자를 늙리고， 자동승인과

통합을 하겠다는 개념이다 여기서는 보수 관리 (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틀 위한 허브 (hubs) 를 두어 저가의 반복구매제품을 처랴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수율관리

허브 (Yield manager hubs) 릎 두어 즉발적으로 발생하는 수요불품 중에서 고가물품을 관리하
게 하며‘ 또한 카탈로그 허브 (catalog hubs) 륜 두어 가상의 분배센터 역합을 하게하여 규칙적
인 구매물품을 처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장터형태의 모형에서 구애자와 판매자블

위한 공정한 시장 (fair marl‘ et) 플 만들어준다쓴 것이다

내부경 쟁 ( Cannibalization)

한 조직이나 기업 내에서 자체경쟁을 시키는 기업이 늘고있다 대개의 경우 웹 까상기업 조직을
신설해 동일한 붉품을 판매하도복 만드는 방식으로， 만즈엔노븐 닷컴 (barnesandnoble .com)
에서는 서 섭본사(반즈 엔 노블)과 동임한 서직을 웹 조직에서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

고 뱅크원 은행 (BankOne) 에서는 쩡스팬 뱅크 (Wingspan Bank) 를 섣힘해서 꽁일한 은행업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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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경쟁시켜서 웹 조직이 12% 이상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신문사의
경우 좀더 일반화 되어있으며(뉴욕 타임즈의 경우 nytimes .com , 조선일보의 경우 디지털조

선， 중앙일보는 조인스 닷컵 등) 전화회사의 경우 웹 전화회사 등을 설립하는 등의 형태가 있
다

이런 움직임은 경쟁회사가 하는 것보다는 차라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미성숙된 시장이 형성되는 자체를 붕괴시키는 위험도 안고 있다
유사한 형태의 하나로 판매조직이나 중개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형태의 새입이 있

는데， 부가가치 서비스 개입 CService intermediariesl 과 정보개입 Onformation intermediariesl
이다 부가가치른 더 투입하는 예로는 건설업에서 내부장식이라는 부가가치를 추가하면서 시장
에 개입하는 형태가 있으며， 정보개입의 경우는 부동산 중개 에이선트의 형태로 개입하는 것이
다 궁극적으로는 부가가치 서비스개입에 비해 정보개엽은 쇠퇴할 것이며， 그 이유는 웹파 자동
화된 에이전트로 대체될 영역이기 때문이다

사내 영업 CBusiness to Employeel 의 형태도 있다

포드 자동차의 경우 35 만 종업원에게

컴퓨터， 프린터， 웹 접속바로 월 6 천원정도에 제공한 사례가 있다 이중에서 미국이외의 직원은
약 15 만 병이었다 개인용도로 구입하게 했고， 전체 약 4 억원이 소요된 프로젝트였다 이결과
포드 커뮤니티라는 웹 가상공간이 형성되었고， 여러가지 정보에 접근하고 공지사항과 이벤트

등을 알려주는 통로가 만들어져서 직장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까지 연결해주는 효
과를낳은것이다

3. 전통기업의 디지털 전환 CDigital Switchl 전략
전환전략의 핵심은 기존 사업의 디지털화와 신규 웹사업 진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제
품의 디지털화， 둘째， 웹 활용의 강화(B 2C ， B2Bl , 셋째， 조직 및 경영관리의 디지털화의 절차
를 밟는것이다

제품의 디지혈화 정보재와 같은 소프트 제품의 경우(문자， 소리， 동영상 등 1 100% 디지털
화가 가능하다 제품 자체가 디지럴화된 대표적인 제품이 MP3 음악 파일이며 최근 디지털 서
적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 경우 불류가 전혀 필요치 않은 사업 즉， 전자화일 빚 서비스만

전달하는 사업 CPure-click형 사업)의 전개가 가능하다 또한 아날로그 제품 Cstand-alonel 의
디지털화는 기존 제품과 디지털 네트워크의 연견을 의미한다 아날로그형 TV가 디지털 TV로
변화하고， 홍 서버의 기능을 겸비한 냉장고가 출현하는 등의 혁신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냉
장고의 흠 서버화는 냉장고의 경우 항상 천원이 켜진 상태라는 속성을 이용‘ 가정 내에서 흠 서
버로 변신하여 디지털 네트워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외 전통 제조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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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은 제품의 디지털 네트워크화에 열중 하고 있다 포드나 현대자동차 등은 웹과 연결되는 자

동차를 개발하여 웹 접속료를 받을 계획이며， 스위스의 스와치 (Swatch) 도 웹에 접속 가능한 손
목시계를 개발 중 이고， 국내 건설업체들은 사이버 아파트 건설에 많은 자왼을 투입하고 있다

웹 활용의 강화 (B2B ， B2C)

판매의 웹화는 B2C의 형태로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와

웹 쇼핑볼 등이 었다 이것은 정보력과 협상력이 강화된 고객과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구매의 웹화 (B2B) 을 통해 기존 공급자들과의 거래를 웹 기반으로 전환하여 구매효율
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단순접속단계에서는 고객파워의 강화에 따라 판매가격이 하락하게 된

다 가격 비교검색엔진 (Shopping Agent) 의 활용， 신생기업 증가로 인한 가격 경쟁 심화 동에
따라 한계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은 고객에 대한 정보파악이 용이해져 고객의 구

매의욕 (Willingness to buy) 을 파악하고， 가격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다 동시에 고객별 니즈
를 반영하여 개별 대응함에 따라 원가상숭 압박이 커진다 그러나 기업은 B2B 의 효율화를 통

해 원가상승분의 홉수가 가능하다 즉， 맞춤 주문에 대응하기위한 원가상승 압박보다는 B2B 의

웹화로 인한 원가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B2C 에서의 마진 앙박을 B2B 의
효율화로 상쇄하는 형태의 수익구조가 출현하고 있다-

B2C 의 한 축으로서 고객케어형 (Customer Care) 사업으로 전。l 하여 커뮤니티를 겨냥하는
것이다 웹 활용이 심화되면서 웹에서 기존 제품만이 아닌 관련 서비스， 제품의 통합적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증권회사는 자산관리서비스 (Wealth Care) 로， 전자제품 판매사는 종합전
자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라우터/스위치의 제조사는 네트워크 솔루션 서비스로 이행하는 양상
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신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하드웨어 생산에서 통합 서비스 쪽으로 이전하
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통합된 제품/서비스를 통해 특정 수요에 대한 고객의 생활권 (Life

Style) 을 관리하는 사업 형태 이를 웰벙 (Well-being) 이라 이름 붙여서 나타냐고 있다‘ 이 경

우 시장 점유율 (Market Share) 제고보다는 고객의 생활권 점유율(Li fe Style Share) 확보
가중요해진다‘

B2B 도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e-Marketplace 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았다

e-Marketplace

란 기초적 B2B 거래가 더욱 발전된 형태로 웹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비즈

니스 거래를 유발시켜주는 가상의 시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기존 공급자들과의 관계를 웹 기반
으로 단순히 바꾸는 차원을 넘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여 저가 공급자를 발굴하는 것이 용이하
다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사이트를 구축하는 기존 B2B 와 달리 e-Marketplace는 경
쟁업체들이 전략적 제휴형태의 구매사이트 구축하는 것이다

e- Marketplace 란 방식으로 미국의 경우 동일업종내 업체 공통의 합작회사 방식 e-Market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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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GM , Ford , 다임러크라이슬러가 동일 지분의 합작회사를 설
립하여 초대형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적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릎 형성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
다 B2C 에서와 마찬가지로 B2B 에서도 공급자의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커유니티를 대상으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격비교가

불가능해지며 따라서 높은 가격 부과가 가능하다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로 옮겨감에 따랴 주

문생산의 부담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답이 협력업체 쪽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e- Marketplace
활용으로 구매의 효율화가 가속되어 원가 하락도 지속되고 있다 결국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왼
가부당을 낮출 수 있어 단순접속단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방식이 가
능하다

조직 경영의 디지털화 단순접속 단계에서는 기존 조직의 반발을 무마하고 새롭게 형성된 시
스템을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펼수적이다 이 경우 소비자 직거래에 따른
대리점체제， 영업망 붕괴에 따른 반발과 갈등 등이 예상된다 부가가치가 낮은 기존 오프라인
영업망을 서서히 축소하되 기존 네트워크의 핵심역량과 지식을 더욱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 향
상을 도모하는 방법을 사용하다

기존 영업인력의 새로운 역할부여로 성공한 사례는 오라클

( Oracle) 로서 즉， ’우리가 왼하는 것은 더 많은 영엽인력이며， 지금보다 더욱 적은 영업 지원인
력이다

COO

그러한 효율적인 관리플 통해 관리 비용 10 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 , (오라클의

겸 북미 영업담당 대표，

Hay Lane)

GE 의 경우 특정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 유럽 , 북미 3 대륙의 기술자가 웹상에
서 팀을 이휘 협똥작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는 기존 조직계층상의 의사결정 단계를 무시하고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웹 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기존 행정 및 관리업무를 극소화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통기업의 디지털 전이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찰스슈왕이다 찰스슈왕의 경우
를 ‘자살을 통한 생존 (survival by suicide) ’이라고 불렀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찰

스슈왈은 1996년 별동조직으로 엠사업부 e 슈왕을 설립하여 온라인 증권시장의 교두보를 확보
하였다

1 년 후에 기존 사업분야를 모두 e←슈왕으로 통합하여 단기간에 디지털분야로 전이한

기록을 세운 것이다 반면 디지럴 변신과정에서 좋지않은 평가를 받는 경우로 반즈엔노블이 있
다 아마존의 등장 이전까지 오프라인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던 반즈엔노블은 아마
존 때문에 시장지배력을 잃는 것을 확인하고는 대대적인 웹 비즈니스 모형을 세워 추격하기 시

작했다 그 과정에서 barnsandnoble .com 이라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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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때문에 bn.com으로 또다시 변화를 시도했지만 기존의 고객 충성도를 잃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엽들은 규모의 경제의 이점이 소멸함에 따라 대규모 생산조직을 외주 (outsourcing)

하고 생산을 네트워크화하는 형태의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하드웨어 생산에서 소프트 서비스로
이전하고 주문형 생산시스템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생산의 외주 (outsourcing) 를 총괄 관리하는
가상 조직을 구축한다 이를 가상기업이라 부르며 가장 유연성과 즉시성 (agile) 이 뛰어난 조직을

일걷는 개념이다 가상 기업 (YE. YC: virtual cnterprise. virtual cooperation) 이라는 용어는
미국 리하이대학의 로저나겔이 창안하였는데， 기업조직이 거대하고 복잡해지변 환경변화에 대

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반대로 소규모 기업일 경우 자원부족 등으로 인해 효과적 사업추진이
어럽다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안으로 가상기업이 출발했다

20 세기 대량생산 형태에서

기업간의 경쟁이 1 차원적인 가격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차원적 경쟁 상황에서는 가격뿐만 아
니라 제품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어 각종 지식과 노하우까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는 경쟁기업과의 협력도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 및 고객의 욕구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
어나면서도 외부자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형태릎 취하게 된다 필요한 핵
심 능력과 자원을 보유한 기업틀이 기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걸합하고， 기회가 소멸됨과 동시에
해체하거나 다른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재결합하는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주체
들의 집합채이다 가상 기업의 거래 방식은 정보 네트워크상의 가상 공간을 통해 안으로는 구성

기엽 간의 거래를， 밖으로는 소비자와 거래를 수행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전자 상거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든 디지털화 정보화， 그 중에서도 웹 환경으로의 변화에는 핵심적인 역할
을 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W 맺는말. 킬러 애플리케이션
이전에 언급된 기술중심의 비즈니스 모텔과는 달리 비즈니스 오델 우선인 관점을 언급하면서
본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아를 일컬어 마아케팅이 기숨보다 우선이라는 실무적 표현도 한다
물론 양자간에는 우열을 나눌 수 없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현상 천체를 관통

하는 몇 가지 개념 즉， 킬러엽， 무어의 법칙， 멧칼프의 볍칙 등의 키워드가 있으며， 그 연관성을
삼펴보기로하자

역사적으로 기술적 변혁은 점진적이 아니라 불연속적， 단층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일
반적이다 아치와 도르래， 컴퍼스， 안경， 증기기관， 아스팔트， 모델 T 자동차， 엘리베이터，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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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캉， 원자탄 등은 이를 만든 사람이 의도했던 것보다 그 충격이 훨씬 큰 발명품들이었다 궁극
적으로 이들이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시스뱀에 끼친 영향력은 상상을 초윌했다

실리콘 밸

리나 투자가들은 새로이 등장하는 이러한 획기적인 발명에 이름을 붙이기를 킬러 애플라케이션
또는 ‘킬러엽‘ 간단히 킬러 (killer) 라고 했다 킬러엽은 경제적으로 초기 투자에 대해 수백%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플 의마하는 은어이다

개인용 컨퓨터 (PC!

전자

이체， 워드 프로세서 등도 최근 등장한 킬러엠의 목록에 틀어간다

웹 환경에 있어서는 현재 기술적으로 산업계 전체에 변혁을 주도하는 것은 반도체이며， 이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를 20 년 만에 산업기반에서 정보기반으로 전환시켰다 이를 예지하고 주도

해나간 사람은 인텔의 창설자 고든 무어 (Gorden Moore) 인데， 그는 지난 60 년대 이후로 계속
돼온 반도체 속도와 크기 및 가격에서의 변화를 무어의 볍칙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했다 즉， 애
18 개월마다 반도체 가격은 변하지 않고， 칩 밀도(즉 컴퓨팅 파워)는 두 배로 늘어난다는 이론

이다 이것은 반도체나 컴퓨터 그 자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바로미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파，
정보기기의 보급이 확대될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되었으며， 곧 이틀 장치에서 디지털 콘텐츠른
공유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각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표준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이끌어내는
길을열어준역할을했다

3Com의 창업자인 멧칼프(Robert Metcalfe) 도 웹과 관련해 혜안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네

트원의 힘과 효용성은 노드 (node)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뱃칼프의 볍칙 (Metcalfe' s Law)
을 제시했다‘ 즉， 네트원의 효용성이 10 이라면， 노드의 수를 두 배로 늘리면 네트워의 효용성은

10의 2제곱 100 이 되고， 세배로 늘리면 10의 3제곱 1000 이 된다는 것이다 멧칼프 (Metcalfel
의 법칙은 철도의 표준궤간， 모르스 부호 및 표준화된 전기용품， 그리고 전화， 팩스， 이더넷 및
웹 프로토콜 등 정보통신 분야에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일단 하나의 표준이 임계량에 도달

하면 표준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법칙은 웹에 적용되는데， 1993 년
웹이 임계량에 도달했고 그 이후로 각각의 추가적인 노드와 사용자의 가치는 너무나 커져서 마

치 중력처럼 그 경로에 있는 모든 장치와 네트워크를 빨아들이는 등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
했던것이다

또한 글로별 컴퓨팅 환경이 저가에 제공됨에 따라 무어의 법칙과 멧칼프의 법칙은 서로 상숭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제품과 표준을 웹을 통해 발표하고 또 매우 값싸게
공급할 수 있어 개발엽체들은 임계량에 신속히 도달하기 위해 그들의 제품을 웹에 내놓는 데 주

저하지 않았다 Freeware 라는 웹 비즈니스 모델도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예라 하겠다 멧촬프
의 예측대로 이 조그마한 희생이 미래의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잠재적인 한계 수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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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게 된다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소위 벤처기업 (startup company) 혹은 닷컴 (.com) 기업이 웹의 폭발
과 더불어 각광을 받다가 (웹은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기업의 수익성 즉， 비즈니

스 모텔에 대한 투자회사와 주주들의 냉정한 평가가 시장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때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재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 기업들은 과연 비즈니스 모델이 핵심적
인 사항이며 현재와 같은 시기도 역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사업모텔 혹

은 킬러엠을 창출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공
헌 요소는 웹 환경과 관련하여 급속도로 커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텔에 대

한 관점별로 명확한 분류 및 관련사항의 정리에 있다 하겠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기업의 나아갈 방향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 입각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매우 긴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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