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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규모와동향

02
제 1절국내전자상거래현황

1. 전자상거래 규모 추이1)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통계청이 조사하고 있으

며, 이조사에서전자상거래란“컴퓨터와네트워크라

는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즉 거래의 여러 과

정 중에서 입찰/계약/주문 중 최소한 하나의 절차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

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2004년 2사

분기까지 조사된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2004년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를 추정한 바에 의하면 300조 4,400

억원이될전망이며, 이는 2003년 235조 250억원보

다 28% 증가한 규모다. 또한 전자상거래율은 총거래

액에서 전자상거래액이차지하는 비중으로 2004년에

는 19.1%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03년 16.5% 보

다2.6%p 증가한수치다.

2003년 3사분기부터 2004년 3사분기까지 동향을

살펴보면, 총 거래규모가 2003년 3사분기에 사상 처

음으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2.3%)했다가, 4

사분기에는 23.7% 성장으로 회복세를 보 다. 그러

나 2004년 들어서면서 1사분기가 0.5%, 2사분기가

11.9%로낮은증가율에머물 다. 

거래주체별로는B2B 거래가총거래추이와비슷한

양상을보이는데비해, B2C 거래는2003년하반기에

저성장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 들어선 2분기 연속

1) 본장의전자상거래규모는통계청이조사하여발표하는분기별전자상거래기업체통계조사와월별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자료를인용한것이다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추정)

규모
57조 118조 177조 235조 300조

5,584억 9,800억 8,100억 250억 4,400억

총거래액 1,270조 1,308조 1,386조 1,426조 1,577조

비율 4.5% 9.1% 12.8% 16.5% 19.1%

증가율 N/A 107% 49% 32% 28%

<표 2-2-1> 국내 전자상거래규모 및 전자상거래율 추이 단위 : 원

자료 : 통계청, 산업자원부 2004.12.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 다. B2G 거래는 분기별로 변

동폭이크게나타났다. 

2.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부문

가. 개황

전자상거래를 거래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기

업과 소비자 간(B2C), 기업 간(B2B), 기업과 정부

간(B2G) 거래등으로분류된다. 

기업간 거래는 다시 네트워크 기반별로 인터넷 기

반과 비인터넷 기반으로 분류되며, 전자상거래 주도

형태에 따라 구매자 중심형, 판매자 중심형, 중개자

중심형으로, 경쟁성(개방성) 유무에 따라서는 협력형

거래와개방형거래로분류할수있다. 

나. 산업별 기업 간(B2B) 전자상거래 규모 추이

산업별 B2B 전자상거래 규모를 살펴보면,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아 2004년 3사분기 기준 제조업이

70.6%, 도소매업이 18.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다시 구매자 중심형과 판매자중심형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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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3사분기 2003년4사분기 2004년1사분기 2004년2사분기 2004년 3사분기

전체 55,833 69,083 69,397 77,661 79,492 

B2B 50,028 59,139 61,395 67,651 72,349 

거래규모 B2G 4,195 8,159 6,210 8,279 5,378 

B2C 1,517 1,648 1,628 1,540 1,549 

기타 92 136 164 191 217 

전체 -2.3% 23.7% 0.5% 11.9% 2.4%

B2B -0.6% 18.2% 3.8% 10.2% 6.9%

전분기대비 B2G -20.1% 94.5% -23.9% 33.3% -35.0%

B2C 3.8% 8.6% -1.2% -5.4% 0.6%

기타 -4.2% 47.8% 20.6% 16.5% 13.5%

전체 24.3% 37.2% 31.0% 35.9% 42.4%

B2B 23.4% 38.9% 29.7% 34.4% 44.6%

전년동기대비 B2G 40.3% 31.0% 54.1% 57.7% 28.2%

B2C 18.2% 16.1% 11.0% 5.3% 2.1%

기타 -9.8% 19.3% 39.0% 99.0% 135.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B2B 89.6% 85.6% 88.5% 87.1% 91.0%

구성비 B2G 7.5% 11.8% 8.9% 10.7% 6.8%

B2C 2.7% 2.4% 2.3% 2.0% 1.9%

기타 0.2% 0.2% 0.2% 0.2% 0.3%

<표 2-2-2> 분기별 전자상거래 규모 추이 단위 : 십억원, %

전자상거래총규모 기업간거래(B2B) 기업정부간거래(B2G) 기업소비자간거래(B2C) 기타

2001년 118,976 108,941 7,037 2,580 418

2002년 177,810 155,707 16,632 5,043 427

2003년 235,025 206,854 21,634 6,095 442

2004년1사분기 69,397 61,395 6,210 1,628 164

2사분기 77,661 67,651 8,279 1,540 191

3사분기 79,492 72,349 5,378 1,549 217

<표 2-2-3>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규모 추이 단위 : 십억원



류하여 개방형과 협력형으로 분류하면, 구매자 중심

형과판매자중심형모두협력형이더많은비중을차

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 구매자 중심형 B2B 부문

(1) 산업별구매자중심형B2B 

2004년 3사분기 구매자 중심형 B2B는 제조업이

35조 920억원으로 전체의 70.1%를 차지하고 있으

며, 이 중 전기·전자업종(43.7%)과 자동차 및 조선

업(36.0%)이제조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

로나타났다.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에서는 도·소매업(15.4%),

건설업(7.8%) 등에서 구매자 중심형 전자상거래가

많이이루어진것으로조사되었다. 

(2) 구매재화유형별구매자중심형B2B 

2004년 3사분기 기준 구매자 중심형 B2B 중 구매

재화 유형별 구성비는 원부자재가 70.2%로 가장 높

고, 다음으로 판매용 구매상품 14.8%, 기타 6.1%,

MRO 5.6%, 자본재3.3%의순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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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전자상거래(B2B)

구매자중심형 판매자중심형 중개자

개방형 협력형 개방형 협력형 중심형

2001년 108,941 83,167 - - 21,992 - - 3,782

2002년 155,707 113,254 23,281 89,973 36,509 4,430 32,078 5,944

2003년 206,854 150,688 34,270 116,418 48,766 6,279 42,487 7,400

2004년1사분기 61,395 43,429 8,827 34,602 15,533 1,852 13,680 2,434

2사분기 67,651 49,249 11,613 37,636 15,722 2,062 13,660 2,680

3사분기 72,349 50,048 11,248 38,800 19,590 1,885 17,705 2,712    

<표 2-2-5> 거래주도 형태별 기업간(B2B) 거래규모 추이 단위 : 십억원

산업별기업간전자상거래(B2B)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통신업 기타서비스업

2001년 108,941 86,989 815 4,437 14,195 2,015 490

2002년 155,707 117,974 1,070 5,774 25,730 3,721 1,438

2003년 206,854 146,162 2,289 10,262 41,117 4,690 2,333

2004년1사분기 61,395 43,563 636 2,931 12,071 1,215 979

2사분기 67,651 47,613 949 4,527 12,086 1,559 918

3사분기 72,349 51,083 698 3,911 13,496 2,013 1,148

<표 2-2-6> 산업별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단위 : 십억원

기업간전자상거래 네트워크기반별 경쟁성/공개성유무

(B2B) 인터넷기반 비인터넷기반 개방형거래 협력형거래

2001년 108,941 97,231 11,710 - -

2002년 155,707 147,420 8,287 33,656 122,051

2003년 206,854 199,448 7,406 47,949 158,905

2004년1사분기 61,395 59,218 2,177 13,113 48,283

2사분기 67,651 66,607 1,045 16,355 51,296

3사분기 72,349 71,017 1,332 15,844 56,505

<표 2-2-4> 네트워크 기반별/경쟁성 유무별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거래규모 추이 단위 : 십억원



라. 판매자 중심형 B2B 부문

(1) 산업별판매자중심형B2B 

2004년 3사분기 기준 판매자 중심형 B2B는 제조

업이15조 9,920억원으로전체의81.6%를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전기·전자업종(45.1%)과 제1차금속

업(37.8%)이제조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에서는 도·

소매업과 기타 서비스업이 각각 판매자 중심형 거래

의15.6%와2.7%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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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합계 소계 1차금속 조립금속기계 전기전자
기타제조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전자상거래액 19,590 15,992 6,052 185 7,217 2,538 3,062 536

구성비 100.0 81.6 (37.8) (1.2) (45.1) (15.9) 15.6 2.7

- 개방형 1,885 1,683 654 2 989 39 115 87

- 협력형 17,705 14,309 5,398 183 6,229 2,499 2,947 449

<표 2-2-9> 산업별 판매자 중심형 B2B 단위 : 십억원, %

합 계 자본재 원부자재 MRO* 판매용구매상품 기타

전자상거래액 50,048 1,638 35,118 2,818 7,418 3,056

구성비 100.0 3.3 70.2 5.6 14.8 6.1

<표 2-2-8> 구매 재화 유형별 구매자 중심형 B2B 단위 : 십억원, %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 유지, 보수, 운 물품

구분
e-마켓플레이스수 e-마켓플레이스거래액

구성비 구성비

·합계 241 100.0 2,712 100.0

- 화학 16 6.6 323 11.9

- 건설자재 14 5.8 396 14.6

- 농축수산물및식음료 20 8.3 256 9.4

- 철강 10 4.1 477 17.6

- MRO 21 8.7 786 29.0

- 섬유,의류 16 6.6 17 0.6

- 무역 34 14.1 21 0.8

- 의료 12 5.0 51 1.9

- 석유 7 2.9 67 2.5

- 기계및산업용자재 31 12.9 64 2.3

- 전자 26 10.8 247 9.1

- 기타 34 14.1 8 0.3

<표2-2-10> 사업부문별e-마켓플레이스수및거래금액 단위: 개, 십억원, %

기업정부간전자상거래(B2G)

B2G 구매 B2G 건설공사

2001년 7,037 4,734 2,303

2002년 16,632 6,792 9,840

2003년 21,634 8,411 13,223

2004년1사분기 6,210 2,463 3,748

2사분기 8,279 3,819 4,460

3사분기 5,378 1,811 3,567

<표2-2-11> 기업과정부간(B2G)  전자상거래규모추이 단위: 십억원

제조업 전기·
도· 운수· 기타

합계 소계 화학 1차 조립금속 전기 자동차 기타 가스· 건설업
소매업 통신업 서비스업

금속 기계 전자 조선 제조 수도

·전자상거래액 50,048 35,092 1,599 2,472 2,070 15,344 12,632 975 698 3,911 7,723 1,675 949

구성비 100.0 70.1 (4.6) (7.0) (5.9) (43.7) (36.0) (2.8) 1.4 7.8 15.4 3.3 1.9

- 개방형 11,248 6,044 242 620 900 505 3,583 194 664 3,346 183 690 321

- 협력형 38,800 29,048 1,358 1,852 1,170 14,839 9,049 780 34 565 7,540 986 628

<표 2-2-7> 산업별 구매자 중심형 B2B 단위 : 십억원, %



마. 중개자 중심형 B2B(e-마켓플레이스) 부문

2004년3사분기기준국내중개자중심형e-마켓플

레이스 수는 241개로 나타났으며, 이중 무역 e-마켓

플레이스가34개, 기계및산업용자재가31개로높은

비중을 나타내다. 또한 거래액은 2조7120억원으로

구성비를살펴보면MRO가가장높게나타났다.

3. 기업과 정부 간 전자상거래(B2G) 
규모 추이

기업과 정부간 전자상거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

치단체, 각급 교육청을 대상으로 500여개 기관을 조

사했으며, 조사 내용은 전자상거래 구매액, 전자입찰

공사계약액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한해동안거래된B2G거래를살펴보면, 재화및서비

스 구매가 38.9%인 8조 4,110억원이며, 건설공사가

13조2,230억원으로나타났다.

4.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B2C) 
부문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통계청이 매

월 실시하는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를 통해 알 수 있

으며, 2004년 3사분기 현재 사이버쇼핑몰 사업체수

는 약 3400여개에 달한다. 그리고 거래 규모를 살펴

보면, 2003년 한해동안 7조원대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중 종합몰이 72.4%, 전문몰이 27.6%를 차지했다.

또한B2C 거래를운 형태별로는분류하면온라인몰

이34%, 병행몰이66%를차지했다.

제 2절주요 e-마켓플레이스동향

전반적으로 e-마켓플레이스 업계가 경 부진을 면

치 못하는 가운데서도, 대형 MRO e-마켓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시장 활성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절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선도해 온 이들 e-마켓플

레이스의 동향을 중심으로 e-마켓플레이스 업계를 개

관해보겠다.

1. MRO e-마켓플레이스 동향

가. 주요 업체 실적

2004년에MRO e-마켓플레이스들은평균40% 이

상의 고성장을 기록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3

사분기까지 아이마켓코리아(www.imarketkorea.

com), LG-MRO(www.lgmro.co.kr), 엔투비

(www.entob.com), MRO코리아(www.mro.co.kr)

등 주요 MRO 업체들의 거래규모 합계는 2조 2,400

억원에달했다. 이는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40%

이상급성장한것이다.

업체별로는 건설기자재를 함께 취급하는 아이마켓

코리아가 3사분기까지 1조 4,500억 원의 거래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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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소비자간전자상거래(B2C)

취급상품범위별 운 형태별

종합몰 전문몰 온라인몰 병행몰

2001년 3,347.1 2,259.7 1,087.4 1,390.7 1,956.4

2002년 6,029.9 4,389.1 1,640.8 1,973.7 4,056.2

2003년 7,054.8 5,108.1 1,946.7 2,401.1 4,653.7 

2004년1사분기 1,906.7 1,355.1 551.5 817.9 1,088.7

2사분기 1,830.6 1,332.5 498.0 927.0 903.5

3사분기 1,879.9 1,348.8 531.1 938.4 941.5

<표 2-2-12> 기업과 소비자 간(B2C) 전자상거래 규모 추이 단위 : 십억원



성, 연말까지 거래금액이 당초 목표치 1조 7,500억

원을 크게 상회해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LG-MRO는 2004년 3사분기까지 거래 규모가

5,700억 원에 달해,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투비도 지난 해보다 73%

증가한 1,800억 원을 기록했고, MRO코리아는 30%

가량늘어난300억원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나. MRO e-마켓플레이스 구매사의 확대

MRO e-마켓플레이스의성장은경기침체의여파로

비용 절감을 꾀하는 기업들 사이에 구매 아웃소싱 서

비스이용이크게확대되었기때문이다. 그동안일부

대형 제조업이나 제 1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수요를

형성해 온 구매 아웃소싱이 2004년 들어 유통, 제약,

제지등업종구분없이전산업으로번져가고있는것

이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삼성테스코, 메가마트와 외

국계 유통회사인 코스트코코리아가 MRO 아웃소싱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대약품, ING생명, 브릿지증권,

대구은행, 삼화알미늄, 롯데캐논 등 굵직한 회사들이

구매사대열에합류했다.

더욱이 2004년에는 공공기관의 구매 아웃소싱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가 올해 3월부터 월

1억원이상의사무, 가전, 가구, 전기용품등을MRO

e-마켓플레이스으로부터공급받고있는것을비롯, 한

국조폐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철도청등이MRO 서

비스이용기업에합류했다.

아울러 공급망관계관리(SRM) 구축 등 고객 서비

스 체제의 강화로 기존 고객들의 구매 아웃소싱 규모

가 대폭 확대된 것도 2004년 실적 향상의 주된 요인

으로평가된다.

다. MRO e-마켓플레이스 업계 주요 동향

아이마켓코리아가연거래규모2조원시대를연가

운데, 업계 3위 업체인 엔투비의 부상이 두드러졌다.

거래규모성장율이73%에달해주요업체가운데가

장 높았고, 매출이 2,650억 원, 업이익 30억 원을

달성할 전망이어서 2003년에 비해 각각 70%와

200%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엔투비는2004년 e-비즈니스대상의국무총리상과전

자상거래 대상의 대상을 수상했다. 엔투비가 자체 개

발한 사용자 직접구매 서비스(DP)가 호평을 얻은 것

이이같은성장을가능케한주요원인으로평가된다.

1위업체인아이마켓코리아와3위업체인엔투비가

추진한공동구매정책도큰주목을끌었다. 2004년 7

월부터 문구류와 복사용지를 대상으로 시작된 이 정

책은구매력강화를통한공급가절감효과가높아앞

으로표준품목을중심으로그대상이크게확대될전

망이다.

2. B2B 시범사업 현황

가.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현황

산업자원부 주관 하에 2000년 9개 업종 선정으로

시작된B2B 시범사업은그동안4차에걸쳐39개업

종을 선정한 데 이어, 2004년에도 9개 업종을 선정,

총지원대상은45개업종으로늘어났다. 2004년선정

업종은 e-러닝, 플랜트, 프랜차이즈, 계측기기, 공예,

수산의6개업종이다.

정부는1차시범사업가운데전자, 자동차, 조선, 기

계, 유통등5개업종을B2B 사업대표모델로확산시

키기 위해 각 업종 주관기관들과 공동 작업을 추진중

이다. 특히가장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는전자업종

의경우, 한일전자부품통합DB 서비스를개시한가

운데중국, 대만등으로연계를확대해동북아 e-벨트

로발전시킨다는계획이다. 

2004년 6월로 3년 간의 지원이 종료된 2차 업종의

경우, 물류, 시계, 금형, 골판지, 공구 등 5개 업종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지원 규모는 물류업종이 물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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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자상거래규모와동향

IMK LGMRO 엔투비 KeP MRO코리아

구매사수 371 270 130 97 210

사업장수 650 668 1,610 219 447

<표 2-2-13> MRO e-마켓플레이스의 구매사 현황 단위 : 개

*2004년 6월말현재



보화 사업과 연계해 1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개

업종은2억4,000만원~1억4,000만원을지원한다.

이밖에 3차 사업은 9개 업종에 대한 3차년도 지원

이 시행되고 있으며, 4차 사업은 7개 사업이 1차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 2차년도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금 지원과 함께 시행되

는것이B2B 연계사업이다. B2B 공유네트워크를구

축해 국내외 e-마켓플레이스와의 연계 기반을 구축하

고, 이를다시G2B 사이트인나라장터와연계해e-마

켓플레이스의 거래가 활성화되도록유도하고 있는 것

이다.

나. 주요 업종 동향

전자 업종은 B2B 한일 전자부품 통합 DB 서비스

를 개시했으며, 이를 중국, 대만으로 확대할 계획이

다. 2005년까지실거래기반의서비스로전환하기위

해전자금융서비스를접목중이다. 또 e-프로큐어먼

트와PDM을중점사업으로삼아B2B 사업에참여하

고있는협력사와의공동추진에나서고있다.

자동차 업종은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한 기업 간 공

유 네트워크인 KNX(Korea Network eXchange)를

기반으로현재서비스중인EDI 등을확대한ASP 서

비스를 추진 중이다. KNX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04년에 설계정보 표준화(PDQ: Product Data

Quality)를구축했으며, KNX의단계별해외연계방

안도추진되고있다.

조선 업종은 2004년 말까지 조선업체들이 공통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CAD 데이터 공통 뷰어를 개발

하고, 각종 데이터를 호환하고 저장할 수 있는 공통

파일 포맷을 정립해 참여기업 간 정보교류에 집중하

고 있다. 이를 위해 1단계 사업(2000년 12월~2003

년 9월)을 통해 구축한 부품 분류체계 표준을 기반으

로2단계(2003년 12월~2004년 9월) 중점사업으로

정보교환체계 구축을 추진하 다. 이밖에 전자승인

시스템연동체계, 모델링라이브러리생성및등록, 1

단계 사업 확산을 위한 기자재업체 교류 등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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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업종수) 업종 주관사 사업기간

1차(9개) 기계 기계산업진흥회 2000년10월~

조선 조선기술연구조합 2003년9월

철강 철강협회 (3개년사업)

자동차 자동차공업협회

전력 한국전력공사

유통 유통정보진흥원

전자 전자산업진흥회

섬유 섬유산업연합회

생물 생물산업협회

2차(11개) 시계 EC 로벌 2001년7월~

골판지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2004년6월

정 화학 페인트비투비 (3개년사업)

공구 툴앤툴스

파스너 파스너코리아

금형 허브앤닷컴

물류 KTNET

농축산 이비즈라인

석유 코엔펙

가구목재 우드퍼니닷컴

건설 비투비컨스닷컴

3차(10개) 자동화기계 한국자동차시스템연구조합 2002년5월~

애니메이션 헬리닉스 2005년4월

뉴세라믹 뉴세라믹협회 (3개년사업)

제지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안경광학 옵틱스 로벌

유틸리티및설비 설비넷

비철금속 한국비철금속협회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환경 이엔비즈

완구 완구공업협동조합

4차(9개) 전지 배터리허브 2003년7월~

광업 대한광업진흥공사 2005년6월

주조 주조공학회 (3개년사업)

귀금속 귀금속전자상거래소

문구 문구넷

의료용구 대한병원협회

항업 부산테크노파크

식품 식품공업협회

화훼 한국화훼유통

5차(6개) e러닝 한국e러닝산업협회 2004년4월~

플랜트 한국플랜트산업협회 2006년3월

프랜차이즈 한국프랜차이즈협회 (3개년사업)

계측기기 계측기기연구조합

공예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수산 한국수협중앙회

<표 2-2-14> B2B 시범사업 선정 현황



고있다.

기계업종은 2단계사업을통해공동구매시스템과

AS센터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공유연계 부분을

완료하고, 후속 지원사업 발굴에 나섰다. 우선 100여

개 통합분류체계의 표준화 대상 품목을 선정해 통합

분류체계와상호매핑을실시키로했다. 이를위해품

목별속성의표준화와어휘표준화, 신규코드작성등

을추진할예정이다. 

유통 업종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구축한 유통업종

공유네트워크‘코리안넷’의거래확대에초점을맞추

었다. 특히지방소재의제조와중소유통업체를대상

으로 이용업체를 확장하 다. 이와 관련해 컨텐츠 검

증과승인서비스개발, 상품정보등록프로세스및대

행체제 구축, 국제 스펙을 적용한 통합버전 완성, 사

용자커뮤니티구축등이추진되었다.

시계 업종 e-마켓플레이스인 EC 로벌(www.wat

chebiz.com)은고객사에대한해외마케팅지원등토

털 에이전트 사업을 비롯해 e-브로셔 제작 지원사업

등을바탕으로2004년거래규모가지난해(30억원)

대비 2.7배 가량 증가한 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되고있다.

2003년 11월 e-마켓플레이스을 개설한 금형 업종

의 허브엠닷컴(www.hub-m.com)은 사업 개시 1년

만인 10월에 월 거래 규모 2,000만 원을 달성했다.

2004년총거래규모는2억원에이를전망이며, 2005

년에는7~8억원규모의거래를목표로하고있다.

공구업종인툴앤툴스(www.toolntools.co.kr)는기

존 포털형 e-마켓플레이스로는 고객사의 요구를 충족

시키는데한계가있다고보고, 2004년 7월공동구매

전용 e-마켓플레이스로개편, 좋은반응을얻고있다.

이업체는2004년거래규모가2억원에이를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5년에는 1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

고있다. 

이밖에 유틸리티 설비업종 주관사인 설비넷(www.

sulbinet.com)은구매자주도의사설 e-마켓플레이스

에서공급자주도의공개형e-마켓플레이스로사업모

델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업종의 이엔비즈

(www.enbz.com)은 해외 진출 환경업체들을 지원하

기 위해 다국어 사이트 개설과 함께 해외 환경 B2B

업체들과의연계를추진하고있다.

한편 B2B 거래에 대한 전자 신용보증 전담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2004년 9월까지 보증실적이 지난해

전체 보증실적(3,608억 원)을 훨씬 넘어선 5,252억

원에 달했으며, 연말까지 총 7,000억 원에 달할 것으

로 전망된다. 신용보증기금의 B2B 거래 보증은 시행

첫해인2001년 19억원에불과했으나, 매년높은신

장세를 보이며 B2B 거래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

고있다.

3. 비MRO 사설 e-마켓플레이스 동향

가. 철강 B2B 이상네트웍스

철강산업은 MRO와 함께 B2B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업종이다.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이상네트웍스

(www.e-sang.net)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이상네트

웍스는 철강업계의척박한 거래환경에서전자 신용보

증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2003년 거래 규모가

6,700억 원에 이르 다. 2004년에는 2조 원을 넘을

것으로전망돼거래규모로는아이마켓코리아와B2B

업계수위를다투고있다. 

거래규모에비해매출액은크지않다. 2003년이66

억원, 2004년에는90억원매출에순이익15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약 1,000개의 고객사를 보

유하고 있다. 동국제강, INI스틸, BNG스틸 등 제강

사와 삼원정 , 태창철강, 창화철강 등 유통사, 그리

고 소매상과 수요업체에게도거래중개 서비스를 제공

하고있다.

2004년 7월에는 정부가 추진하던‘아태 B2B 연계

사업’을이관받아국제거래기반구축에도나서고있

다. 정보통신부 지원 기간이 끝난 이 사업은 중국, 동

남아 등과의 e-마켓플레이스 거래를 위한 시범사업으

로, 이상네트웍스는 사업 이관과 동시에 전자결제 및

보증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중국의 철강 e-마켓플레

이스업체인광주강철공사와B2B 연계사업공동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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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상네트웍스는 2005년 초

에는 국내 e-마켓플레이스은 물론 중국, 동남아 e-마

켓플레이스과도실거래를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나. e-무역상사 동향

국내 양대 e-무역상사인 EC21(www.ec21.com)과

EC플라자(www.ecplaza.net)가모두2003년에비해

큰폭의성장세를보 다.

국내 1위업체인EC21은 2004년들어9월까지매

출실적이 43억 2,000만 원으로, 2003년 전체 매출

(45억 8,000만 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올렸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기업들의 e-비즈니스 투자가 위축되면

서무역사이트구축및 e-카탈로그사업등은신장세

가 주춤했지만, eTP(해외바이어 발굴) 서비스, 수출

마케팅 사업 등이 호조를 보 다. 여기에 2004년 들

어 새롭게 시작한 공급사 프리미엄 서비스인 트레이

드프로(Trade Pro)가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EC21은중국진출도본격화해3월EC플라자차이나

를 설립한 데 이어, 선전, 상하이 등 10여 개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이트 정비 및 현지 조직 구성을

추진하고있다.

EC플라자도 9월까지 매출이 34억 원에 달해 이미

2003년전체실적(28억원)을초과달성하면서2004

년 전체 예상 매출은 전년비 57% 성장한 44억 원에

달할전망이다. 이같은매출신장은중소제조업체의

온라인 해외마케팅을 대행해 주는 무역 마케팅 사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2004년 들어 9개

월 간 실적이 2003년 전체 실적보다 30%나 늘어난

17억원을기록했다.

이들 e-무역상사들은 30여 개 지역별 인터넷 무역

지원사업 전담업체로도 선정돼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

의전자무역을지원하기도했다. 각지역의수출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선정해 해외 바이어 발굴,

해외거래 알선 사이트 구축 및 운 , 무역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

가 추진한‘e트레이드 기업화 사업’에도 참여해 200

여개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수출지원서비스를제

공하 다.

하반기부터는 단순 수출 지원 업무를 넘어 샘플몰

개설, 국제전자화폐결제등을통해전자무역참여업

체들의 애로사항 개선에 나서고 있다. 샘플몰은 디지

털 거래시 최대 애로사항인 샘플 분쟁 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한것이며, 전자화폐결제는샘플을받은바이

어들이 국내에서 환전하기 어려운 다국화폐로 결제하

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국내 수출업체들의 편의

를높이기위한것이다.

한편 무역진흥기관인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가 기존 무역 e-마켓플레이스인 실크로드21과 해외

바이어 전용 포털인 코보를 통합해 무역포털 사이트

바이코리아(www.buykorea.org)를 개설하면서 사설

e-무역상사들과경쟁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다. 기타 주요 e-마켓플레이스 동향

전문e-마켓플레이스들이업계의주목을끌고있다. 

서울디지털대학이 운 하는 e-러닝 컨텐츠 전문 e-

마켓플레이스인 컨텐츠비지 (hhhp://contents.

sdu.ac.kr)가 대표적인 경우. e-러닝산업의 급신장에

맞춰 사이버대학인 서울디지털대학이 2003년 말 개

설해 운 하고 있는 컨텐츠비진는, 비즈니스, IT, 어

학, 취미 교양 등 8개 카테고리별로 총 1,000개의 컨

텐츠를보유하고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2004년 10월 말 개설

한 특허상품 전문 e-마켓플레이스 바이인벤션닷컴

(www.buyinvention.com)은 기업을 위한 B2B e-마

켓플레이스와 특허기술을 상용화한 상품을 취급하는

B2C e-마켓플레이스 등으로 구성되었다. B2B e-마

켓플레이스는 건축자재 등 원자재류가, B2C e-마켓

플레이스에는가전제품을 포함한 생활용품이 주를 이

루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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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004년1~9월 2004년전체

EC21 4,580 4,320 6,050 

이씨플라자 2,800 3,400 4,400 

<표 2-2-15> e-무역상사 2004년 실적 단위 : 백만원



IT 분야 e-마켓플레이스로는 빅빔(www.dob2b.

co.kr)이 특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 사업 첫 해인

2003년 350억 원의 거래규모를 달성한 데 이어,

2004년에는 3배 가량 증가한 1,100억 원에 달할 것

으로전망되고있다.

제 3절주요인터넷쇼핑몰동향

1. 주요 종합몰 동향

가. 시장은 위축, 상위업체는 성장

인터넷쇼핑몰을통한거래는2001년 3조 3,470억

원, 2002년6조290억원, 2003년7조540억원으로

급증했으나, 2004년엔 3사분기까지 5조 6,172억 원

으로전년대비9% 늘어나는데그쳤다. 3사분기만을

보면 1조 8,799억 원에 그쳐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8.7%, 2사분기에 비해서는 2.3% 늘어나는 데 그쳤

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 상위업체의 매출 증가율은

높게나타나상하위업체간격차가뚜렸해졌다.

한국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가매출규모상위

15개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3사분기 매출을 집계한

결과, 작년 동기 대비 2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조사는LG이숍, CJ몰, H몰등TV홈쇼핑업체

가 운 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옥션, 인터파크, 다음

디앤샵, 롯데닷컴등전문인터넷쇼핑몰15개를대상

으로실시했다. 특히TV홈쇼핑계열이대부분실적이

감소한반면, 전문인터넷쇼핑몰의실적이두드러져,

옥션, 인터파크 등은 전년비 70% 이상, 롯데닷컴과

신세계도30% 가량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

인터넷 쇼핑몰 거래의 상위업체 집중 현상은 매년

심화돼왔다. KISDI 발표자료에따르면, 상위 5개업

체의 매출 점유율은 2002년 26.2%에서 2003년에는

29.5%로높아졌다. 2004년에도이같은경향이더욱

강화된것이다.

나. 옥션, 연간 거래 규모 1조원 돌파

인터넷쇼핑몰업계부동의1위자리를차지하고있

는 옥션 (www.auction.co.kr)이 11월 말 연간 거래

규모1조원을돌파했다. 2000년정식서비스개시이

후4년11개월만에달성한것으로, 백화점과TV홈쇼

핑이 1조원 돌파에 걸린 15년과 6년과 비교해 훨씬

단기간에이룬기록이다.

옥션은 2000년 거래실적이 1,827억 원에 그쳤으

나, 2001년3,885억원, 2002년4,429억원, 2003년

7,098억원으로고속성장을계속해왔다. 2004년거

래금액도 1분기 2,480억 원, 2분기 2,773억 원, 3분

기2,862억원등으로꾸준한성장세를보 다. 

부문별로는가전제품이전체거래금액의2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류 16.8%, 컴퓨터

13.7%, 스포츠레저 8.5%, 신발잡화 7.9% 등의순

이었다.

다. C2C 계열 쇼핑몰의 고성장

방문자기준쇼핑몰순위에서옥션, 다음디앤샵, G

마켓, 인터파크등종합쇼핑몰업체들이1위부터4위

까지 선두그룹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부동의 업계

1위 업체인 옥션을 제외하고도 오픈마켓 형태의 전문

e-마켓플레이스인 G마켓(www.gmarket.co.kr)이 3

위로 올라서 C2C 계열 쇼핑몰의 강세가 더욱 강화되

었다. 이에다음디앤샵(http://dnshop.daum.net)과

인터파크(www.interpark.co.kr)도기존B2C 판매방

식과 병행해 C2C 방식의 오픈마켓을 도입,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LG이숍, 롯데닷컴, CJ

몰, 신세계닷컴등대기업계열인터넷쇼핑몰들은방

문자순위중하위권으로 려나고있는추세다.

기존 B2C 방식의 종합 쇼핑몰이 비용과 다양한 상

품조달에어려움이있는반면, C2C 형태의오픈마켓

은비용과시간을줄일수있다는점에서경쟁력을갖

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픈마켓이 소비자들의 다

양한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B2C의 취약점을 보

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쇼핑몰 업체들의 오픈마켓 도

입은더욱확산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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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사업자들의 변화

SK디투디가 SK 로벌에서 분리독립한 지 2년 만

에 매각돼 GA디투디로 변신했다. 또 한 때 종합몰 순

위 5위권에 있던 한솔CSN의 인터넷 쇼핑몰인 한솔

CS클럽이개점7년만에문을닫았다. 대기업계열쇼

핑몰사업이전면중단된것은처음나타난현상이다.

신세계는 그룹 차원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대

폭 강화하 다. 기존 사이버몰(www.cybermall.

co.kr)을 신세계닷컴(www.shinsegae.com)으로 통

합해 덩치 키우기에 나선 데 이어, 신세계닷컴 안에

인터넷신세계백화점을 오픈해 오프라인 백화점의 강

점을인터넷쇼핑몰에까지연결하려하고있다. 또이

마트몰 (www.emart.co.kr)을 새롭게 오픈해 할인점

의 특성을 살린 이마트몰과 인터넷 상에서 백화점 상

품을 판매하는 신세계몰을전자상거래의 양대 사업부

문으로육성할계획이다.

이밖에 KT커머스가 바이엔조이를 KT몰(www.

ktmall.com)로 도메인과 브랜드를 바꿔 종합쇼핑몰

5위권진입을꾀하고있다.

2. 주요 전문몰 동향

2004년 3사분기까지 전문몰의 거래 규모는 1조

5,807억 원으로, 전체 인터넷 쇼핑몰 거래의 28%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10.7% 성장한 것으로, 분

기별 추이를 보면 1사분기가 5,515억 원, 2사분기가

4,980억원, 3사분기가5,311억원을각각기록했다.

업체별로는 패션 전문 쇼핑몰인 패션플러스

(www.fashionplus.co.kr)가 전자상거래 대상을 수상

해 주목을 끌었다. 패션플러스는 1999년 9월 온라인

쇼핑몰 개설 이후 매년 200% 이상 성장했다. 패션플

러스는 자재물류 센터를 운 하며 배송 지연에 대한

5% 고객보상제도등철저한물류관리체제를갖추고,

CRM을기반으로주요고객을집중관리한것이성장

의주된요인이되었다.

인터넷 경매사이트로 잘 알려진 와와닷컴(www.

waawaa.com)은 사이트 개편과 상품 카테고리 리뉴

얼 작업을 통해 패션 종합 쇼핑 사이트로 변신했다.

기존 경매와 공동구매 위주의 운 방식에서 벗어나

패션중심의종합쇼핑과공동구매, 해외쇼핑등다양

한 역을 아우르게 한 것이다. 또한 미국 내 제휴사

인 로벌익스펜션과공동으로해외 패션상품의구매

대행및배송대행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01년 화장품 전문 쇼핑몰로 오픈한 여인닷컴

(www.yeoin.com)은 새롭게 음반, 도서를 판매하는

도서몰을 개장하고 기존의 쥬얼리몰과 애견쇼핑몰을

통합해 종합쇼핑몰로의 성격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인닷컴은 이를 위해 총 270억 원을 투자, 서울에

1,100만평의 물류센터를 신축하고 통합 배송이 가능

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종합쇼핑몰로의 전환

에 따른 품질 및 배송 지연 문제 해결의 기반을 구축

했다.

제로마켓(www.zeromarket.com)도 성장세를 계

속 이어갔다. 자본과 인력이 열악한 벤처형 몰임에도

접속자 기준 국내 쇼핑몰 순위에서 대기업들에 리

지 않고 종합 순위 7, 8위권을 유지하며 톱 5까지 넘

볼정도로성장한것이다. 제로마켓의이같은성장은

다른쇼핑몰과달리입점수수료를받지않는대신입

점업체가 제품을 가장 싼 값에 판매하도록 한 정책에

힘입은바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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