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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전자적 관계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Private/Public e-Marketplace의 비 교를 중심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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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Private/Public e-Marketplace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의 기업간 전자적 관계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업간 전자적인 관계 

를 특정짓는 개념으로 관계이득， 상호의존성， 신뢰， 관계몰입 등이 파악되었으며， 이 개념을 

에 대한 Private/Public e-Marketplace의 인지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기업간 전 

자적 관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시된 각 개념들에 대한 Private/Public 

e-Marketplace의 인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Private e-Marketplace에 비 

해 Public e←Marketplace의 위상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며， 전자적 관계의 형성과 지속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의 창출을 위해서 아직도 많은 노력 

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1 . 들어가며 

인터넷이라는 미증유의 연결성을 보장하는 정보기술의 등장과 그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모 

든 연구자와 실무자틀이 이의 상엽적 활용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전자상거래의 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동양공업전문대학 전자상거래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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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방안과 결과적인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다 인터넷이 지니고 있는 개방성， 신 

뢰성， 보안성 등의 기술적인 문제도 상거래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 

며， 계속적인 개선책이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은 기존 전자상거래의 기술적 기반을 흡수하연 

서 시장 규모를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조사 수행 기관이나 조사 수행의 대상，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의 차이로 인해 각 조사 결과 

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모든 조사에 있어 공통적인 것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폭발적으 

로 증가하리라는 예측에 있다 또한 소비자 대상의 시장보다는 기업 간의 거래 시장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는 데 그 공통점이 존재한다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을 통한 기엽 간의 전자적인 관계 형성은 문서 거래 시간 단축， 업무 

처랴의 오류 감소. 자료의 재입력 방지， 업무 처리비용의 감소 등 전자적 자료 교환에서 오 

는 직접적인 이득과 더불어 재고감소， 고객 서비스 향상， 효율적인 인력 활용， 효율적인 자금 

관리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한 간접적인 혜택과 더 나아가서는 거래 상대방과의 밀접한 관계 

형성， 사업 영역의 변경， 새로운 사업으로의 확대 등 전략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기업에서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갖추어져 운영 중에 있으 

며， 그 도입 효과는 대단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전자적인 

기업간 관계에 대해 Private/Public e-Marketplace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그 실태를 조사 

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업 간의 거래에 정보기술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조정비용과 조정비용을 설명하는 요인들 

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1 정보기술의 활용이 기업 간의 관계를 변화시켜 가고 있 

다 몇 년 천만 해도 생소했던 가상기업이나 전략적 네트워크 등의 어휘가 이러한 현상을 대 

변하고 있다 

정보기술이 기업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거래비용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러 연구(Malone. Yates. and Ben.i amin. 1987: Bakos and Bryn.i olfsson. 

1997: Clemons and Row. 1992: Clemons. Reddi. and Row. 1993)에서 정보기술이 

거래비용이론의 구성개념들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Malone. Yates와 Benjamin (1 987) 의 경우 자산 특유성과 제품설명의 어려움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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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들의 논의를 펼치고 있다 Clemons등(Clemons and Row. 1992: Clemons. Reddi. 

and Row. 1993)의 연구는 조정 위험이라는 요소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본적인 고려 대상은 거래 비용이론의 구성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다 Bakos와 Brynjolfsson 

(1997 )의 지속적인 연구 역시 거래비용과 특정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 

(Non-contractibles) 에 대해서 그 고려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파보면 기업에서 정보기술의 활용이 거래비용을 낮춘다는 사실은 명확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적인 풍함이 논의되는 것은 이러한 단발적인(Discrete) 시장에 

서의 거래로 기업의 운영을 유지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문제 때문에 그러하다 

이러한 몇 가지의 문제는 거래규모의 경제，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탐색비용으로 인한 한 

계이익의 감소 투자비용의 회수와 교육 등인데 이로 인해 거래비용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모든 자원을 시장을 통해 조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Clemons. Reddi. and Row. 1993) 

이러한 연구틀은 대부분 거래비용 이론이나 대리비용 이론 등의 경제학적 이론에 근거를 

두고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라 조정비용의 변화를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로 기업 간의 구조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특정은 이론적 개념화를 통해 미래의 현상에 대한 예측 

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Zaheer와 Venkatraman (l 994) 의 연구 정도가 기엽 간의 전자석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해서 실증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 역시 거래비용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기 

업 간의 전자적인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산특유성 (Asset Specificity) 신뢰 

(Trust) . 규모(Size) 등을 발견하였다 현실적인 증명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 

고 있으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자산특유성이 낮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 전자적인 통 

합보다는 전자적인 시장 쪽의 방향이 더욱 용이하라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거래비용이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신뢰라는 사회적인 개념을 연구 

에 사용되는 경우에 조차 이 구성개념이 지니는 의마는 합리적인 차원의 신뢰로 기회주의 

( Opportunism) 에 반대되는 개염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 기엽 간의 관계를 설병함에 있어서 

여러 이론이 존재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전자적인 기업간 관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합리적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1 대부분의 연구가 실증보다는 이론적 개념화플 시도하고 있으나 1 이러한 개념화로는 

실질적인 현상의 파악이 불가능하고， 시장이나 위계를 결정짓는 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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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능하다 실증 연구가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적 여건 또한 기업 간의 전 

자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 아니어서 그 연구 결과의 일반적 적용의 문제는 

납게된다 

셋째， 연구의 대상이 대부분 전용의 폐쇄적인 기업간 시스탬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대부분 

시스템의 방향은 개방 시스템 (Open Syslem)으로 향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전으로 말미 

암아 기업간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웹을 지향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기업간 시스템에 참 

여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막대한 투자(Assel Specificily를 

높이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여진다 오늘날의 기술적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다면， 기업간 

시스범을 도입하고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업간 관계 지속의 왼인을 투자 자산의 특 

유성에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요인을 고려해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고려할 때， 현재의 기업간 전자적 관계에 대해 이해하기 위 

해서는 거래비용이론 외의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더불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예 

측 중심의 연구보다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 

구의 주요한 목적은 e-Markelplace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기업간 전자적 

거래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업간 관계에 큰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알려진 

몇몇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Public/Private e-Marketplace를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111 . 기업간 전자적 관계 

기업간전자상거래라는 용어가 일반에 회자되기 전에 이미 이와 비슷한 개념인 기업간정보 

시스템 Onter-Organizational System: 10S)라는 용어는 덜리 알려져 있었고， 정보시스템 

부문에서 중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기업간전자상거래라는 개념 역시 기업간 

정보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기업간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기업간전자상 

거래 또 연구의 단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오늘날의 기술과 차이는 있지만.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에 대한 연 

구들 역시 기업 간의 전자적 관계 연구에 근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 기업간 거래의 주요한 기술이 바로 EDI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웹 기술 

에 EDI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과거에 VAN을 이용한 천용 EDI 

를 사용하던 기업들에서는 웹과 EDI기술이 접목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업간정보시스템은 Cash와 Konsynski(985)의 주장처럼 “둘 이상의 기업간에 공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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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 정의에 의하연 기업간전자상거래 역시 기엽간정보시스 

댐의 일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업간정보시스템에 참여하는 전략적 목적은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경쟁자보다 더 

싼 가격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효율성 우위 (Comparative Efficiency) 와， 거래 과정에 

서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거래역학적 요인( Bargaining 

Power)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Bakos and Treacy , 1986) 

기엽간정보시스템이 활용되는 것은 기업 상호간의 의존성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기대 효과 

의 창출과 긍정적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관리할 펼요가 있다(Kumal 

and Disse l. 1996) 그것은 기업간 상호의존성의 종류에 따라서 정보시스템의 유형도 달라 

질 뿐더러 갈등 발생 위험의 정도와 종류도 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상호의존성의 

종류에 따라서 관리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광범위하게 말한다면， 

이미 형성된 기엽 간의 관계가 그간에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종류， 방향， 그리고 그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업 간의 전자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그 목적이 효율성 우 

위이건 아니면 거래역학적 요인을 획득하기 위함이건 일정 정도의 상호의존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상호의존성의 종류뿐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서도 관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는 것을 뜻한다 

권력 (Power) 또는 의존성(Dependence) 역시 기업간 전자적 관계의 모습을 특정짓는 구 

성개념으로 논의된다 이 두 개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거래하는 기업 양자간의 관계 

에 있어서 상대적인 의존성이 상대방의 권력을 결정한다 권력은 그 기업에 자왼을 의존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Cartwrite ， 1965; Dah l. 

1957) 의존성은 상대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해당 조직의 요구나 필요 정도를 

의미하며， 동일한 자원을 상대 기업 외의 다른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딴비례한다 

(Emerson , 1962) 이렇게 볼 때， 의존성의 개념은 대치가능성(Rep!aceability)이라고 파 

악될 수 있다 

EDI의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Hart와 Saunders( 1998)는 권력과 신뢰가 EDI 활용의 다 

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파악한 의존성 (Dependence) 의 

개념은 일방향적인 것으로 공급자가 판매자에게 의존하는 정도만을 의미하였다 의존성 

(Dependence) 개념이 기엽간 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는 일방향의 개념으로 

거래 기업 둘 간의 관계를 정확히 묘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상호의존성 개념이 기업 

간의 전자적인 관계를 설명하는데 더 유의하리과고 생각된다 그것은 일방향의 의존성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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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 공급자의 구매자에 대한 총괄적인 의존성을 측정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 그 

러하다 양방향의 의존성의 차이가 진성한 의미의 의존성이라고 판단된다 

신뢰 (Trust)는 Zaheer와 Venkatraman (l 994) , Hart와 Saunders(1998) 등의 연구에 

서 기업간 전자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한 개념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신뢰에 대 

해 갖고 있던 관점은 오늘날 신뢰 개념에 대한 파악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Mayer , 

Davis와 Shoorman (1995)은 Johnson-George와 Swap (l 982) 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신뢰 개념의 통합을 추구하였으며， 그것은 모든 신뢰 관계에 있어서 보편적인 상황은 ”위험에 

대한 감수의지 (Willingness to take risks , Willingness to be vulnerable!"랴는 데 기초 

하고 있다 따라서 신뢰의 수준은 파악된 위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의 종류와 깊이(Relational Depth) 에 따라서 위험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요구되는 신뢰의 품질과 방법이 달라지게 되며 (Sheppard and Sherman , 1998) , 신뢰는 

상호의존성과의 멸접한 관계 하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뢰를 그 왼천에 의해서 개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신뢰와 상호 

의존성 간의 관계 개념화를 통해 최적의 신뢰 (Wicks ， Berman , and Jones , 1998)를 추구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신뢰 기제의 활용에 있어서 기대되는 비용과 이득 

이 있기 때문에 상호의존성과 신뢰의 적합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 

래 기업 간의 신뢰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양자간의 협동에 대한 확신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 

에서 중요하며. 또한 신뢰적인 환경이 통제의 수준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가능성에서도 관계 

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할 것이다(Das and Teng , 1998) 신뢰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협동 

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과 동시에 통제 기제의 통제 수준을 높임으로써 거래 당사자간의 성과 

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뢰와 상호의존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함에 있어서 양자간 억제력(Bilateral Deterrence) 

이 론(Bacharach and Lawler , 1981: Lawler and Bacharach , 1987: Lawler , Ford , 

and Blegen , 1988)은 좋은 틀을 제공해 준다 이 이론에 의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양자간 의존성의 합 또는 권력의 합이 증가하면 상호간의 갈등이 적게 나타난다 그것은 상 

호간 갈등에 연관되고자 하는 의지는 그 대응 공격에 대한 두려움의 함수이고，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 이러한 대응 공격은 거래 중인 양자 모두에게 상당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상호의 

존성이 높아지띤 거래 중인 양자 모두 이러한 대응에 대해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기대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 서로 갈등을 유발할 확률은 줄어들 

게 된다 이 이론이 신뢰에 적용된 바는 없지만， 갈등의 경우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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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Kumar등(1 995) 에 의해서 입증된 바 있다 

이들에 의하면 신뢰는 양자간 수렴(Bilate l' al Conve l'gence) 상황에서 발생하며， 이 상황 

은 각 거래 당사자의 이해가 일치하도록 상호의존성의 구조가 짜여진 경우이다 상호의존성 

이 작은 정우에는 신뢰가 이블 거래에 대한 역할이 u] 미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거래 수행은 

영확한 계약， 가격 경쟁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Dwye l'. Schurr. and Oh. 1987) 

반대로 상호의존성이 높은 정 ?에는 각 거래 당사자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거나， 부정적인 

선술을 수행하기 어려운데， 그섯은 서쿄 잃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상호간에 많은 

가치를 주고받는 상황에서는 이 관계코부터의 놈은 칠수 장벽이 존재하게 되며， 그러한 관계 

플 만들고， 유지하고， 강화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관계를 더 깊은 수준으로 만들기를 요구하 

게 된다 이러한 이해의 일치는 신괴나 불입 (Commitment) 을 가져옴 수 있다 

상호의존성이 비대칭적이 되변， 각 거래 당사자간의 이해 일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상 

호의존의 비대칭성은 보다 강한 거래 당사자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구조적인 

방지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 강한 거래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뢰환 펼요로 히지 않으며， 그 

것은 보유한 힘을 통해서 상대방의 협조륜 구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강한 기업은 

협동적이거나 신뢰를 이끌어 낼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신뢰는 상호적인 환경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서 (Anderson and Weits. 1992) 상대작으로 의존적인 기업도 그 상대방을 받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신뢰는 보다 의존적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위험한데， 

그러한 감정은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호의존의 비 

대칭성이 커지면， 신뢰의 말전에 더옥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설펴본 바에 의하연 기업간 진자적인 관계플 득정짓는 요인으로 상호의존성， 신 

뢰， 권력 등의 개념을 들 수 있다 거래비용이론을 기반으로 한 과거의 방대한 연구들에서 

자산특유성 (Assel Specificity) 등의 거래비용 요인이 기업간의 전자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서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기술 

적 환경에서는 기업간 전자적 판계를 형성하고 지속함에 있어 거래비용 요인의 영향이 미미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신뢰나 상호의존성의 정의에 거래비용 요인이 포괄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신뢰나 상호의존성을 파악함으로써 기업간 전자적 관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 

리라 생각된다 

기업간 전자적인 관계의 형성에는 효윤성 우위와 거래역학적 요인이 작용하며 그 관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신뢰나 상호의존성이 관셰듭 특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암 수 있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기업간의 진자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통합(Integl'ation) 과 시장(Marketl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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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합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 일차원적인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에 대한 과거 연구를 바탕으로 Zaheer와 Venkatrman(994)은 전자적인 통합을 “거 

래 상대방에 대한 몰입(Dedication) 의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전용의 전자적인 채 

널을 이용한 거래 상대방과의 업무처리 비율(이익의 정도r로 조작화하고 있다 전자적 통합 

에 대한 이러한 파악은 과거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적인 통합 이외에 기업 간의 전자적인 관계 측정에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EDI에 대한 

측정이다‘ Massetti와 Zmud(996)는 EDI의 사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제안하였 

고， 이는 EDI 이외에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적인 거래 정도를 측정하기에도 적절한 것 

으로 판단된다‘ 전자적인 통합 척도와 EDI의 활용 정도 척도 모두 동종의 산업에 속한 기업 

간의 비교에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만일 거래되는 제품/서비스의 특성이 상이 

한 경우에 이러한 척도만으로 기업간 전자적 관계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척도들과 함께 관계몰입(Relationship Commitment) 개념은 기업간 통합을 측정 

하는 대용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기업 간의 전자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된 관 

계볼입 개념은 시장-위계 (Markets-Hierarchies)의 축에서 위계로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관 

계에 대한 몰입이 상황적 요인에 의해 통합이나 관계지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것이지만， 관계몰입이 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관계몰입을 위계 (Hierarchies) 

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계몰입 개념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관계몰입을 통 

한 조정효율성의 확보이다 득， 관계몰입이 존재하는 경우 통합이나 관계지속이 보장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조정 측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벌어지는 조정과는 많 

은 차이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 때， 관계몰입은 기업 간의 통합적 관계를 나 

타내는 주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기업간 전자적 관계의 형성， 지속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짓는 요인들을 살펴보 

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기업간 전자적 관계를 평가하는 관점을 정리하였다 다음 장에서 

는 기업간 전자척 관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기된 개념들을 위주로 살며보도록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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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증연구 

이 장에서는 먼저 Private/Public e-Marketplace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제기된 개 

념들을 위주로 두 형태의 기업간 전자적 관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관계이득， 상호의존성， 상 

호의존의 비대칭성， 신뢰와 관계볼입 개념에 대한 측정과 비교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전자적 

관계 특성들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각 e←MarJ‘etplace의 실태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4.1 Private/Public e-Marketplace 

기업간 전자적인 관계는 70년대 시작된 EDI (E lectronic Data Exchange)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80년대 후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경영 혁신의 거센 

움직임에 힘입어 본격화되었지만 EDI에 의해서도 일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 96년 기준으로 10만 여 개의 기업이 물품 주문서， 송장 발송 등에 EDI 시스 

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한 거래 실적도 1.3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러나 EDI의 국제 표준 제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전용선 이용료가 적지 않 

고， 또한 보안 유지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한계점올 지니고 있는 게 현실 

이다 

오늘날 기업 간의 전자적인 관계는 대부분 인터넷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기술적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사용되고 있는 

e-Marketplace라는 용어는 모든 형태의 기업간 전자적 관계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것의 형 

태와 구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현재의 기업간 전자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한다 

매우 다양한 형태의 기업간 전자적 관계가 존재하고 상이한 기준을 근거로 이의 구분이 가 

능하지만， 이에 대한 의미 있는 구분은 우선 관계의 형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기업간 전자적인 관계는 전자적인 시장에서도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시장의 형태 

로 보기 어려운 기업간정보시스템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이 관계는 l:N. N: M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현재의 기업간 전자적 관계를 구분하는 가장 적절한 틀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는 시장 위계의 관점에서 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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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Private e-Marketplace 

Private e-Marketplace는 기업간 전자적 관계가 l:N으로 형성된 경우를 의미한다 。1

경우는 다시 크게 둘로 냐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판매자가 다수의 구매자를 대상 

으로 전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한 구매자가 다수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전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Dell ‘ Cisco 등의 사례에서 판매자가 중심이 되어 다수의 구매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Private e-Marketplace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재의 조 

달과 관련하여 한 구매자가 다수의 공급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매자가 주도하여 기업간 전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 

부분 다른 공급자를 참가시 켜 Private e-Marketplace로의 진화를 겪 고 있다 

구매자가 중심이 되어 기업간 전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는 비교적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대규모의 제조업체들은 필요한 생산 자재의 조달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부품 공급업체 

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 

다 기술적으로 EDI가 가능해지면서 이 기술이 조달에 이용되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웹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조달시스템들이 다시 웹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항제철，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의 

업체에서 생산 자재의 조달과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과거부터 운영하던 

시스템에 웹 기술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지속적인 수정 ·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자동차 업체의 경우 생산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전자적으로 연결된 모든 판매자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며， 주문이 이루어진다 물론 제품에 대한 초기 구매 과정은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입찰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계약이 성사되면 그 계약 기간 동 

안은 이러한 전자적인 관계가 지속된다 어떤 경우에는 공급자가 생산자의 생산 계획만을 전 

자적으로 확인하고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전자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는 보통 생산업체의 생산과 관련한 부품이나 자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MRO 

(Maintenance. Repair. Operations)로 분류되는 제품들을 조달하기 위해 독자적인 시스 

템을 운영하고 판매자가 그를 통해 전자적인 관계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조달 시 

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그러한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한 구매자가 다수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전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 이를 매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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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당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 전자척 관계에 참여하는 판매자 수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 

지만， 실제 거래는 제품 별로 특정한 업체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구매자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의 판매자와의 전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그 관계에서 왕래되는 정보는 주로 생산 자재와 관련되어 있고， 생산 자재의 경우 기업의 경 

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마치기 때문에 그 품질에 큰 비중이 놓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Clemons등 (1992 ， 1993) 이 주장했던 Move to the Middle"은 보다 

현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Bakos와 Brynjolffson (1997) 의 연구에서처럼 공급자 

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한 구매자와 다수의 공급자간에 전자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 

이 존재하지만， 구매자가 갖게 되는 이득 요인이 더 클 수 있다 대형의 구매자는 조달시스 

템을 운영함으로써 공급자까지 포함된 확장 기업에 대해 원활한 조정이 가능해지며， 또한 공 

급자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이다 더붕어 이 시스템이 기업 내의 타 시스템과 통 

합됩으로써 중복적인 업무를 배제할 수 있고， 구매에 필요한 많은 과정을 개선해 갈 수 있다 

는 점도 큰 장접。l 라고 할 것이다 

4. 1. 2 Public e • Marketplace 

Public e-Marketplace는 기업간 전자적 관계가 N: M으로 형성된 경우를 의미한다 즉，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전자 시장에서 필요한 구매와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도 Private e←Marketplace와 마찬가지로 구매자가 중섬이 된 경우와 판매자가 중 

심이 된 경우로 구분될 수 있으며， 양자와 관계없는 독컵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여기서는 그 관계의 주도에 의한 구분보다는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구분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틀의 역할은 재판매 (Reseller) 와 중개 (Agent) 의 둘로 나뉘어질 수 

있다‘ 

재판매의 경우 Public e-Marketplace는 과거 도매상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단 

지 이들은 구매자와 전자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구매자가 필요한 제품/서비스의 구매를 대행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구매자는 제품의 왼 판매자 또는 생산자와 전자적인 연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며， 심지어 e-Marl‘etplace와 제품 공급자간의 전자적인 연결이 없 

는 경우도 있다 

중개형의 경우 Public e-Marketplace는 진정한 의 u1 의 시장으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물리적 시장이 제공하던 기능에 추가적으로 경매， 역경매 등의 동적 가격 결정 기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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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시장의 기능을 제공하는 이 경우가 진정한 의미의 e-Marketplace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공공 e-Marketplace는 대부분 이 두 형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 

고 있으나， 제품 표준화 동의 여러 문제로 인해 중개형 e-Marketplace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도매상의 역할을 담당하는 구매 대행에 중심이 기울어지고 있다 단지， 

제품의 표준화가 비교적 용이하고 품질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사무용 제품 등 몇몇 MRO 제 

품이 중개 역할의 e-Marketplace에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개 역할의 수익원이 거래 성사 수수료이고， 그 수수료는 많아야 2-3%에서 결정되므로 이 

수익만으로 e-Marketplace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대행을 위주로 e-Marketplace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개 역할의 e-Marketplace는 대량의 거래를 가정하고 있 

기 때문에 대량의 거래가 가능하기까지는 여러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의 큰 문제가 제품의 표준화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전자 

시장은 주식 거래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모든 거래 대상 제품에 대해 이에 근접한 정도 

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e-Marketplace가 진정한 시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Public e-Marketplace에서는 이에 참여하는 각 기업의 기간 시스템과 e-Marketplace의 

시스뱀을 연결하여 구매 및 판매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 

이고 있으나， 아직 미홉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스템 통합을 위한 노력은 먼저 참여하 

는 각 기업의 기간 시스탬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기간 

시스템이 없는 기업도 많이 존재하며 e-Marketplace 운영자 입장에서 기간 시스뱀이 없다 

는 이유로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을 배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인해 Public e-Marketplace의 운영 주체는 과거 관련 제품의 유통업 

체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유통에 대한 전유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경쟁력으로 구매 대 

행에서 시장 기능의 형성으로 역할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과거 그들의 역할 수 

행이 전자적인 형태로 변모된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4.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는 기업 간의 전자적인 관계가 형성된 경우， 그 공급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적어도 

주문처리(수주)가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조사에 포함시켜서 전자적인 관계의 

형성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였다 즉， 주문처리 과정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구축된 전자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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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만을 조사에 포함시켰다 인터넷을 통한 E-mail 등의 비공식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배제하도록 하였다 

몇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개발된 설문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조사대상에 대해 설문 응 

답을 요구하였다 E-mai l. 팩스， 인터뷰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 결과 21 개 사 

의 공급자로부터 총 146부의 설문이 회수되었다 l 대 1 의 설문 수집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 

되었으므로 회수율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중 응답 오류가 많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항목 

을 많이 포함한 총 25개의 설문을 제외한 121개의 설문을 분석에 투입하도록 하였다 

4.3 측정 

해당 개념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과거에 개발된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전자적인 

관계에 대한 측정에 수정이 필요한 항목은 일부 수정하였다 

4.3.1 관계이득 

본 논문에서 관계이득은 “관계에서 오는 독특한 효익”으로 정의된다 이 개념의 측정 도구 

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서적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하였으며‘ Morgan과 Hunt(994) 

가 사용했던 척도와 유사하다 이 척도를 통하여 전자적인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서의 이득을 

측정하려고 하였으며， 그것은 전자적인 관계로 인한 이득을 포함하여 관계 형성에서 오는 이 

득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CD 총이익의 증가 

@ 판매처리 과정(판매전 협상에서 판매후 서비스까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감소 

@ 해당 구애자 및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 파악 

@ 해당 구매자와의 거래에서 비롯된 제품 개발 및 개선 

@ 재고 회전율 증가 또는 평균 재고 감소 

4.3.2 상호의존성 

본 논문에서 의존성은 “대치가능성 (Replaceability r로 정의되고， 상호의존성은 양방향 의 

존성의 함계이다 상호의존의 비대칭성은 양방향 의존성간의 차이로 계산된다 공급자에게 

설문을 하였으며， 구매자들의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인지를 기준으로 하 

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Heide와 Jone( 1988) 이 개발하고 Kumar. Scheer와 Steenk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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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가 사용했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一 구매자의 의존성(공급자의 인지) 

CD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펼요로 하는 타 업체의 존재 

2 구매자가 타 업체로 구매를 변경했을 경우 드는 비용 

3 우리 기업에서 구매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의 대치 가능성 

판매자의 의존성 

CD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타 업체의 존재 

@ 타 업체로 판매를 변경했을 경우 드는 비용 

@ 관계에서 오는 매출의 대치 가능성 

4.3.3 신뢰 

본 논문에서 신뢰는 “위험에 대한 감수의지”로 정의하였다 마케팅 채널에서의 신뢰와 의존 

성에 관한 역할 연구에서 Andaleeb (1996)는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 적절하게 신뢰를 측정 

하고 있다 신뢰 개념에 대해서는 연구자간에 그 정의가 매우 상이하고 그에 따라서 그 측정 

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위험”을 포함한 신뢰 개념을 측정하려 하였다 

권력과 신뢰의 EDl에 대한 영향 연구에서 Hart와 Saunders (1 998)도 신뢰를 측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신뢰의 개념에서 “위험”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들이 사용 

한 척도는 정확성， 정직성， 업무능력， 안정성 (Reliability) , 일관성， 정보공유 등으로 상 

호의존성에서 비롯되는 신뢰의 특성 중 일부를 측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Andaleeb ( 1996) 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신뢰 개념의 측정에 ”위험”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본 논문에서의 개념 정의에 적합한 측정이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 

는 이 척도를 사용하여 신뢰를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CD 해당 구매자와 거래할 때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 해당 구매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중요한 판매의사결정을 하여도 됩니다 

@ 해당 구매자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구매자는 정직합니다 

@ 해당 구매자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구매자는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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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 관계몰입 

본 논문에서 관계볼입은 “판계지속에 대한 의지”로 정의된다 일반적인 경우 관계올입은 본 

논문의 경우와 따찬가지로 정의되며 (Andalccb ， 1996: Morgan and Hunt , 1994: Brown , 

Lusch , Nicholson , 1995) 이에 대한 측정도 거의 비슷하다 본 논문에서는 Andaleeb 

( 1996) 의 측정플 사용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D 우리 회사는 해당 구1깨자와의 관겨1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 우리 회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세공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해서 그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우리 회사와 해당 구애자와의 판계가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디 

@ 우리 회사는 다른 구애자로 전환해서는 안됨니다 

4 .4 Private/Public e-Marketplace의 비교 

4 .4. 1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각 변수릎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석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 s Alpha 계 

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각 척도의 내적 일관성 정도를 표현하는데， 그 결과는 〈표 1)괴 갇다 

〈표 1 ) 측정변수의 Cronbach ’ s Alpha 

변수병 측정항목수 Cronbach' s Alpha 

관계이득 니 「 0.8464 

구매자의존성 3 0.6557 

공급자의존생 3 0.7534 

신뢰 6 0.8890 

관계몰입 4 0.8620 

모든 변수의 Cronbach ’ s Alpha 계수가 적정한 수치를 넙고 있으며， 각 측정 항목의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관계올입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4개의 항목 증 4번 

째 항목을 제거하였을 때 이 계수가 약간 증가하는 사설플 볼 수 있으나， 현재의 계수도 충 

분히 높으므호 모든 측정 항목을 분석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측정 항목의 타당성플 검증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측정 항목의 

신뢰생을 검증하는 것만으로는 이틀 항목틀이 단일 차왼윤 측정하고 있는데 대해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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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므로，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이를 검증할 수 있다 〈표 2>에서는 신뢰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두 항목이 단일 차왼을 구성하지 못하여 제거되었다 〈표 2>는 이들 항목을 제거한 

후의 요인분석 결과이다 언급한 두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들이 왼래 의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한 차원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척도의 타당성 검증 

Rotaled Component Matrix a 

ComDonent 
2 3 

얻게 01 특 1 705 
관계이득2 796 
관계이특3 838 
관계이특4 681 
관계이특5 689 
구매자의존1 

구매자의존2 

구매자의존3 

공급자의존 1 

공글자의존2 

공읍지의존3 

관계을일 1 

관계올입2 

관계율잉3 

관계을잉4 421 
신뢰3 714 
신뢰4 735 
신뢰5 783 
신뢰6 814 

Extraction Me!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ization 

a. Ro!alion converged in 7 iterations 

4.4 .2 Private/Public e-Marketplace의 비교 

794 

768 

810 

605 

4 5 

721 

835 

63C 
735 

779 

704 

다음의 〈표 3>은 제시된 개념을 기준으로 Private/Public e-Marketplace를 비교하기 위 

해 수행된 T-test 검증의 결과이다 상호의존의 비대칭성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기업간 전자 

적 관계가 서로 다른 양상을 띄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Private e-Marketplace의 

공급자가 더욱 더 많은 관계이득， 상호의존성， 신뢰 (P(O 1), 관계몰업의 정도를 느끼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Private e-Marketplace의 공급자는 전자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발생하 

는 많은 이득을 실감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관계 기업간의 상호의존성을 높여가고 있으 

며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신뢰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는 통 

합의 수준이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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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T-test 검증 결과 

Group Statistics 

Std , Error 

운류 N Mean S!d. Deviation Mean 
껴mπ득 1.00 72 3.2778 7022 8 ,275E-02 

2.00 49 2.9551 7442 1063 

싱호의증성 1 ,00 72 6.7219 1.1440 1348 

2 ,00 49 5.6812 1.0255 1465 

상흐의즌성 1 ,00 72 6018 5590 6 .5S8E-02 

의 "1 대칭성 200 49 7427 7146 1021 

신뢰 1 ,00 72 3.6007 6563 7.73SE-02 

2.00 49 3.3265 8512 1216 

관계올입 1 ,OC 72 4 ,2361 5388 6.350E-02 

2.00 49 3.7245 7777 1111 

IDdr~ndflll Samplr, To:"! 

Levene's Test lor 
Eaualitv 01 Variances t-test 10' E 니 alltv 01 Means 

95% Conf,dence 
Interval 01 the 

Mean Std Error Dlfferenζe 

F 5' 。↑ SIO (2-talled) Olflerence 。Ifference lower UODer 
걷게 UI l!!: Equal V<lr‘ances assumed 1,106 295 2,422 '" '" 3227 1332 5 887E-02 5865 

EQual V<lflances not 
2395 99 •" 0. 8 3227 1347 5537E-02 5900 assumed 

상효잉혼성 Equal variances assumed 1.068 302 5 119 '" 000 1 0407 2033 6382 1 4433 
EQual variances r、σt

5227 110.263 000 1 0407 '99 • 6462 1 4353 
assLJmed 

상효의혼영 Eoual variaηces assumed 9056 003 ’ '" ", 227 1408 1160 3706 8 887E-02 
.211::1 10 용l 성 Equal var‘ances nol 

assumed 
1 159 86202 250 - 1408 1215 3824 1007 

신링 εQual vaflances assumed 7.208 OOE 1,998 •" 048 2742 1372 2,400E-03 5459 
Equal variances nol 

1 902 85265 060 assLJmed 
2742 '441 1 24E-02 5507 

원계을잉 ε"4’ vafiances assumed 7 729 006 4277 '" 000 5116 • "6 2748 1485 

Eoua‘ "‘’ances nol 3,998 18 197 000 5116 • 28C 2569 7663 I 
aSSurη'd 

Private/Public e-Marketplace 간의 차이는 〈표 4)의 관계이득에 대한 평가에서도 드러 

나고 있다 이득요인에 대한 각각의 평가는 총이익， 제품관련 성과(P(O.l). 재고회전율(재고 

감소)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rivate e-Marketplace의 경우에 이 항목들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공급자와 구매자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 

계의 형성과 이로 인해 상호간 의존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Public 

e-Marketplace의 공급자는 Private e-Marketplace의 공급자에 비해 단절적인 관계로 인하여 

장기간의 관계가 요구되는 제품관련 성과 등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이익， 재고회전율 등에 대한 상이한 평가는 Public e-Marketplace의 역할과 위상이 아 

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판매비용의 감소나 소비자관련 

성과에 있어서는 Private/Public e-Marketplace의 공급자 모두가 통일한 반응을 보이 

고 있지만， 비교적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Private e-Marketplace에 비해 Public 

e-Marketplace는 전자적 관계 형성과 지속을 통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아직 더 많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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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4) 관계이득에 대한 T -lesl 검증 

Group Statistics 

Std. Error 
부류 N Mean Std. Deviation Mean 

굉계 01 극 1 • 00 72 3 ,2639 8720 ‘028 
2.00 49 2 ,7143 9354 1336 

핀계이특2 1 00 72 3 ,2222 84ε9 9.934E-02 

2 ,00 49 3 ,2041 9570 1367 

굉계이득3 1.00 72 3.3472 8747 1031 

2_OC 49 3.2653 9077 1297 

판계 01 득4 1.0C 72 3.3611 8770 1034 

2.0C 49 3.0612 1.0289 1470 

관계 01 특 5 • 00 72 3.1944 8982 1059 

2.00 L 49 2.5306 1.0227 1461 

Independent SQm이~T .. 

ιevene's Tesl 1m 
Equality 01 Varl8nces t-tesl lor EQuallly 01 Means 

95% Confldence 
Intefval 01 the 

Mean S'" 타1m Oltference 
F SI dl 510. (2-tailedl OiHerence Dif’e!ence L。ιg Upper 

g게、 「 tEqqua vallances assurne 77f 382 3,304 119 001 5'96 1663 2203 878>: 
ual var;ances r、。t

3.26C 98315 002 5496 168E 2‘5’ 88< • 
assumed 

관겨101 득2 Equal varlances assumed 82띠 365 110 •• 9 913 1,814E-02 1649 3085 3448 
Equal variances not 

107 94295 915 1 814E-02 1690 3174 3537 assumed 
관계이특3 Equal varlances assurned 645 4" 496 1• g 619 8_192ξ 02 • 645 - 2438 4076 

Equal varlances η。t
494 100656 622 8_192E-02 1657 2467 4105 assurned 

관계이특4 Equal varlances assurned 782 378 172。 "9 088 2999 1743 453E-02 645C 
Equa1 V3 f1 anCes nol 

• 669 91997 099 2999 1797 5.70E ‘ 02 656e assurned 
현겨101 닥5 Equal va‘.ances assumed 1 681 197 3772 119 000 6638 1760 3153 1,0123 

Equal variaηces r、。t
3679 94_09' ooc 6638 1804 305E 1 022C assurned 

〈표 5)는 상호의존성을 결정하는 요소인 공급자의 의존성과 구매자의 의존성에 대한 

Private/Public e-Marketplace의 비 교이 다 Private e-Marketplace의 경 우에 공급자가 

해당 e-Marketplace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또한 반대로 구매자의 

의존성에 대한 이들의 인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의존성에 대한 T -lesl 검증 

Group 5'‘atistics 

94 

Std. DevÎation 
7311 

6034 

6762 

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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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endent Samples Test 

Levene's Test 101 

Equal ,\y 01 Vd113nC8!o ’ les! 101 Eq'Jahly 01 Means 

95% Conj,dence 

Interval 01 the 

Mean Std I:: rrol Dllferenζe 

F S, d• 양 (:?-~3 i1 edl .],‘ lerence Drflerence Lower u ，。인 

c때시리슨 E_ qual varlances assumed 912 "• S.::' 잉 7 '" i，A'씨 6694 1264 4192 9191 

Equal vallances nol 
:;.493 114 531 ooc 6694 ‘ 2> 9 4ε80 9108 

assumed 

공긍저의중 Equal varrances assurγ'ed 2 .4。ε >20 2.776 ! 19 006 3731 1344 1069 6393 

Equal v3riances no\ 
2.692 91 953 OOE 373’ 138E 9 ,786E-02 6484 

assumed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Private e-Marketplace의 경우가 Public e-Marketplace보다 

높은 관계이득으로 인해 그 전자적 관계에 대한 참여와 지속에 대한 의미가 크며， 관계 과정 

상의 신뢰나 상호의존성에 대한 평가 역시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관계지속으로 평가 

한 통합의 정도 역시 Private e-Marl‘ etplace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의 제시된 전자적 관계 양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전자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시장과 위계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신 

뢰， 상호의존성， 관계볼입 등에 대한 평가에 의하띤 Private e-Marketplace가 참여하는 기 

업들과 물리적인 통합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확장된 기업 형태로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한면 

Public e-Marketplace는 전자적 시장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이 예 

측했던 것과 같은 효율성이 아직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 는 전자 

적 시장으로서 Public e-Marketplace에 기업들이 참여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절적인 거래가 예상되는 Public e-Marketplace이지만， 전자적 위계로서의 

Private e-Marketplace 9.J- 같은 정도의 관계이득， 신뢰， 공급자의 의존성. 관계몰입 수준을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Public e-Marketplace를 말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V 결 론 

지금까지 Private/Public e-Markctplacc흘 기업간 전자적 관계를 특정짓는 요인에 대해 

비교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업간 전자적 관계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문 볼 때， 비교적 오랜 선풍을 갖고 있는 Private e-Marketplace를 통한 전자적 거 

래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Public e-Marketplace와 

비교할 때， 관계에서 얻는 이득에 대해서 비교적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신뢰， 상호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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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볼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e-Marketplace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위계와 상반되는 시장으로서의 특정을 지니고 있는 Public e-Marketplace 

의 경우 관계이득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신뢰， 상호의존성， 관 

계볼입 수준도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교 대상인 두 e→Marketplace는 물리적 세계에서의 위계/시장의 구분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구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자적 위계로서의 

Private e-Marketplace와 같은 정도의 관계이득， 신뢰， 공급자의 의존성， 관계올입 수준을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Public e-Marketplace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Public e-Marketplace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제시된 요인들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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