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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포털의 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포털은 서비스와 플

랫폼 역이 넓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검색과 디렉토

리 서비스를 통해 유선 인터넷 이용자를 다른 사이트

로안내하는관문적인역할을수행했다. 이에따라수

익원도 검색과 디렉토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대 이

용자를기반으로한인터넷광고가주를이루었다. 

그러나 인터넷 비즈니스 거품이 빠지면서 주요 광

고주인 닷컴 기업들의 경 악화와 인터넷 광고 자체

의효과에대한회의론의대두로광고외에대체수익

원을개발해야했다. 이에인터넷포털업체는커뮤니

케이션 서비스(채팅, 전자우편 등), 커뮤니티 서비스

(동호회 등), 엔터테인먼트(온라인게임, VOD, 스포

츠 등) 및 정보형 컨텐츠(금융정보, 일반뉴스 등), 온

라인쇼핑등으로서비스를확대하 다.

또한 플랫폼의 다양화도 진행되어 기존의 유선 인

터넷 위주 포털이 무선 인터넷, TV 등으로 다원화되

고 있다. 유선 인터넷 포털들이 내실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무선데이터통신이가능한휴대폰과PDA 등

휴대단말기의 보급으로 무선 인터넷 포털 시장이 빠

르게확대되고있다. 

특히 무선 인터넷 망 개방이 2003년 본격화되면서

무선 인터넷 포털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

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방송의 시작과 함께 TV 포

털에대한관심도증가하고있어이른바‘포털춘추전

국시대’가도래할것으로전망된다. 

나. 포털의 분류

인터넷 포털은 크게 검색 포털, 커뮤니티 포털, 접

속포털로구분할수있다. 검색포털은외국계인야후

나 알타비스타, 국내의 엠파스, 네이버, 한미르, 심마

니 등 디렉토리 서비스 또는 검색엔진으로부터 시작

된포털들을말한다. 

커뮤니티포털은전자우편계정이나커뮤니티공간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을 모으고 포털

로 발전한 경우로, 무료 전자우편 서비스인 한메일에

서 출발한 다음커뮤니케이션, 무료 홈페이지 제공과



커뮤니티 서비스로 출발한 네띠앙, 드림위즈, 프리챌

등이있다. 

접속 포털은 PC통신이나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

스를 제공해 이로부터 진화한 경우이다. PC통신에서

출발한서비스는해외의AOL, 국내의천리안, 하이텔

등이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사업에서 출발한 서비스

는 두루넷의 코리아닷컴, 하나로통신의 하나포스닷컴

등이있다. 아울러무선인터넷과의연계를중심에둔

SK커뮤니케이션스의네이트가라이코스를합병해인

터넷포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한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원천이 유선 인터넷,

무선인터넷등으로확대됨에따라, 포털도유선인터

넷 포털과 무선 인터넷 포털로 발전하고 있다. 유선

인터넷 포털은 인터넷의 성장과 함께 성장한 분야이

다. 무료 전자우편이나 검색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

공하고온라인광고를주된수익기반으로하고있다.

최근에는뉴스, 금융, 엔터테인먼트등다양한컨텐츠

가추가되면서모든정보를제공하는이른바‘종합서

비스사이트’가되었다. 

무선인터넷포털이제공하는서비스는기본적으로

유선 인터넷 포털과 유사하지만 이동통신망을활용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사용자는 휴대폰이나

PDA 등 이동통신 단말기를 가지고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무선 인터넷 포털을 통해 컨텐츠를 제공받

는다. 유선인터넷과는달리무선인터넷포털은주로

이동통신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무선포털로는SK텔레콤의네이트(Nate), KTF의매

직엔(MagicN), 그리고 LG텔레콤의 이지아이(ez-i)

가있다.

또한유선과무선인터넷이라는플랫폼에연동해가

며 정보를 제공하는 유무선 연동형 포털도 주목을 받

고 있다. 유무선 연동형 포털은 유선이나 무선 일부

네트워크에서컨텐츠를 제공하던 방식을 확장하여 유

선, 무선 네트워크에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을말한다.

최근에는디지털방송의시작과함께TV 포털도주

목받고 있다. TV 포털은 수백 개의 디지털방송 채널

가운데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채널이나 프로그램을선

택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

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방송 초기인 현재

는 EPG(Electronic Program Guide, 전자 프로그램

안내) 혹은 IPG(Interactive Program Guide, 쌍방향

프로그램 안내)의 형태로 원하는 채널을 쉽게 선택할

수있는기능이제공되고있다. 

앞으로는EPG나IPG를기본으로한TV 포털이등

장하여 사용자 접근을 제한하는 인터넷 서비스(wal

led garden) 등방송프로그램이나관련정보, 쌍방향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방송과통신의융합이가속화되면하나

의 컨텐츠를 이용하여 유선, 무선, TV 포털을 동시에

운 하는소위‘one source multiple uses’형태의통

합형 포털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형 포털에서

는유무선인터넷, TV 등단말기의특성및사용환경

을 고려한 포털의 구축과 신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그리고 기존 애플리케이션의변환이 중요해질 전망이

다.

2.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하면, 2004년 국내 인터

넷 포털 시장의 주요 움직임은 게임 중심의 엔터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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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격 예시

검색포털 검색엔진이나디렉토리서비스로부터시작된포털서비스 야후, 알타비스타, 심마니, 엠파스, 네이버, 엠파스

접속포털 PC통신이나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해이로부터진화된포털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드림엑스, 하나넷, 코리아닷컴, 한미르

커뮤니티포털 이메일이나커뮤니티공간등각종부가서비스제공으로부터출발한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 프리챌, 다모임, 모교사랑

<표 2-3-1> 포털의 종류

자료: KISLINE 산업분석, 2004. 5



먼트 컨텐츠 강화, 검색 서비스 강화, 무선망 개방에

대응한무선컨텐츠강화로요약할수있다. 

우선 게임 컨텐츠의 경우, 유료화가 성공하자 업체

들의게임포털진출이속속이어졌는데, 2003년 6월

에는 네오위즈가‘피망닷컴’을, 11월에는 엠파스가

‘게임나라닷컴’을시작하 다. 검색서비스의경우, 업

체들은 이용자 기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키워드 검

색, 지식검색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문장을

입력하는 지식검색의 경우, 네이버의‘지식in(kin.

naver.com)’이 2003년 처음 등장한 이후, 2004년에

는 엠파스의‘지식거래소(kdaq.empas.com)’, 야후

의‘지식검색(kr.ks.yahoo.com)’등이속속제공되고

있다. 

또한 무선망이 2003년 8월에 개방되면서 인터넷

포털업체는 무선 인터넷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은 각각 SK텔레콤 가입자

와 LG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웹투폰방식의 모바

일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야후코리아는 모

바일 서비스인‘야후 모바일’을 개편하고 무선 게임,

캐릭터, 배경화면, 벨소리다운로드등의서비스를제

공하고있다.

가. 시장 규모

2004년하반기들어포털서비스시장의성장둔화

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은 활로

모색을 위해 크게 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포털

서비스 업계 실적 부진의 주된 이유로는 경기악화가

꼽힌다. 경기침체로 주 수익원인 온라인 광고 매출이

감소한데다 올림픽과 여름 휴가로 인해 게임부문 매

출마저 부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

인은시장포화로인한경쟁격화라고할수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CJ 인

터넷 등은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

하고 있고, SK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KTH 등은

서비스확충과덩치불리기에힘을쏟고있다. 

2003년 주요 인터넷 포털의 매출은 6,000억원을

상회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군소 포털들의 매출까

지 포함할 경우, 전체 시장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터넷 포털 업체들의 주 수익원은 여전히 온

라인광고이다. 따라서인터넷포털시장의변화를파

악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분석이 선

행되어야한다. 2003년온라인광고(키워드검색광고

제외) 시장은 2,700억원 규모로, 2002년 대비

45.9% 성장했다. 경기 침체로 광고시장이 마이너스

성장했음을 고려하면 매우 가파른 성장을 시현한 셈

이다. 특히 2003년의경우선두권포털업체의광고단

가인상이없었으므로, 시장규모의성장은온전히페

이지뷰증가및이로인한광고주의증가에기인한것

으로볼수있다. 

시장 규모 성장의 원인으로는 과거 단순 배너광고

중심의 광고 기법을 광고 노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2001년 하반기 이후 추진해 온 동 상 광고, 초기 전

면광고, 초기면 무빙광고 등 신기법의 도입과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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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1 2002 2003

NHN 243 746 1,663 (27.6%)

다음커뮤니케이션 853 2,252 1,414 (23.5%)

데이콤 730 455 608 (10.1%)

야후코리아 162 372 506  (8.4%)

KT하이텔 689 405 366  (6.1%)

네오위즈 142 365 352  (5.8%)

SK커뮤니케이션즈 268 80 273  (4.5%)

지식발전소 34 133 260  (4.3%)

계 3,565 4,353 6,021 (100.0%)

<표 2-3-2> 주요 기업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 

자료 : KISLINE, 2004

2001 2002 2003 2004F 2005F 2006F

인터넷광고 128(2.4%) 185(2.9%) 270(4.0%) 300(4.7%) 350(5.2%) 400(5.4%)

전체광고시장 5,410 6,478 6,802 6,373 6,788 7,365

<표 2-3-3> 인터넷 광고시장 매출 및 점유율 추이 단위 : 십억원

자료: 동원증권, 2004. 11 재가공*괄호는전체광고시장에서의점유율



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2002년 월드컵 등 대

형 스포츠 이벤트의 시행에 따른 전체 광고시장의 회

복또한주요한성장동력으로작용하 다. 

2003년에는 네이버가 처음 선보인 키워드 검색광

고 기법이 기업들의 적극적인 도입과 맞물려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 전년 대비 38.3%의 성장세를 기록하

다. 키워드 검색광고는 네티즌이 특정 검색어를 입

력해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검색어와 관련된 광고가

제공되는 것으로서, 인터넷 이용 목적 중 정보검색이

수위를 차지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광고 효과가 높

은것으로나타나며급성장을보이고있다. 

나. 유선 인터넷 포털 현황 및 전망

(1) 경쟁구도현황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인터넷 포털 이용률

이 높아지면서 국내 인터넷 포털 시장은 안정세에 접

어들었다. 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기업 간 경쟁구도는

명확해져 사용자 규모와 충성도 기준으로 다음커뮤니

케이션, 야후, 네이버가 선도기업군을 형성하고, 그

밖에 중견기업군으로는엠파스, 한미르, 네띠앙, 하나

넷, 라이코스등이, 후발기업에는시장후발주자인두

루넷과 PC 통신에서 출발한 네츠, 하이텔, 웹피 등이

포진해있다. 2004년의유선인터넷포털시장은유선

포털 3강 체제의 강화와 후발업체의 치열한 경쟁으로

특징지워진다. 

KISDI(2003)가 2003년한해동안의주요인터넷

포털업체 20개사의 웹 트래픽을 조사한 결과, 방문자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버, 야후, 네

이트가 선두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

은네이버와네이트의약진이다. 3위의네이버는야후

를 따돌리고 2위에 올라섰으며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격차를좁히고있는상황이다. 

네이트는 라이코스와 싸이월드를 합병하며 방문자

를급격히늘리면서야후를추격하고있다. 양적규모

뿐만 아니라 방문회수 및 체류시간 등 충성도를 고려

하여 종합적으로 업체 간 경쟁구도 변화를 살펴보면,

네이버와 네이트 뿐만 아니라 엠파스의 성과도 두드

러진다. 한편, 통신업체의 포털은 규모와 충성도에서

모두열세를보이고있다.

2004년국내인터넷포털시장재편의최대변수로

떠오른것은대기업계열포털의움직임이다. 이들대

기업 계열 포털은 모회사의 탄탄한 자금력이나 계열

사의 지원 등을 배경으로 본격적인 시장 진출에 나서

고있다. 현재의시장구도는다음커뮤니케이션, NHN

등 벤처기업 출신들이 주도하고, SK커뮤니케이션즈,

KTH, CJ인터넷 등 대기업 계열 포털이 추격하고 있

는상황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이미 회원수 900만명이 넘는

싸이월드로 야후코리아를 제치고, 국내 포털업계 3위

권에 진입한 상태이고, 2004년 8월, 파란을 선보인

KTH는 연내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텔

레콤과 KT라는 거대 통신업체를 모회사로 둔 양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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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사이트 순위 사이트

1 네이버 6 파란닷컴

2 다음커뮤니케이션 7 드림위즈

3 네이트 8 세이클럽

4 야후코리아 9 MSN 코리아

5 엠파스 10 하나포스닷컴

<표 2-3-4> 주요 인터넷 검색엔진 및 커뮤니티 포털 순위

자료: 랭키닷컴, 2004년 11월
* KoreanClick(2003.12)의트래픽자료를기반으로작성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동향, 2003. 12

<그림 2-3-1> 국내 포털업체 경쟁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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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그룹의 차세대 수익원으로 포털을 육성할 계획

이다. 

반면,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등 기존 포털은 경

쟁력있는 사업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선두 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더욱이 해외시장 선점을 통해 로

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중장기적 전략도 갖고 있

다. NHN은 2004년 6월 중국의 하이훙그룹으로부터

중국최대게임포털아워게임의공동경 권을확보하

는 등, 한중일 3국을 아우른 100만명의 동시 접속자

기반플랫폼을확보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2004년

7월일본최대커뮤니티카페스타를인수한데이어, 8

월초스페인계포털테라라이코스를인수하며동아시

아를넘어미국까지진출한다는계획이다. 

(2) 사업다각화현황

유선 인터넷 포털 업체의 주 수익원은 배너광고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광고 다. 그러나 닷컴붐이 붕괴

되면서 경기 변동에 큰 향을 받는 광고에 지나치게

의존한 인터넷 포털은 수익 기반이 취약해질 수 밖에

없게되었다. 

이에 광고 이외의 수익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실질적인 수익을 올리며 내실을 다지는 업체

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의 매

출 구성을 보면, 50% 내외의 매출을 광고 이외의 게

임, 쇼핑몰등에서달성하고있음을알수있다.

우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2년도에 이어 2003

년도에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다음커뮤니

케이션의 강점인 거대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광고와

인터넷쇼핑에서각각97.3%, 133%씩대폭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비 측면에서는 전체 매출액 대

비광고의비중은약52%로광고의존도가높아경기

에민감한수익구조를보이고있다. 이에따라다음커

뮤니케이션은 온라인 자동차보험서비스, 웹보드게임,

모바일게임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거래형 서비

스의 매출을 높이는 한편, 전자상거래분야에서는 온

라인경매서비스인‘오픈마켓’을시작해안정적인수

익구조수립에주력하고있다.

네이버는 검색광고, 게임 분야에서의 경쟁우위를

통해 국내 포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일본 및

중국진출을통해 해외시장 공략에도적극적으로 나서

고 있다. 검색광고는 배너광고와 달리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광고비를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는 데다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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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온라인서비스산업동향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광고 230 247 268 276

(52.2%) (52.6%) (54.1%) (52.8%)

쇼핑몰 115 128 124 136

(26.1%) (27.2%) (25.1%) (26.0%)

거래형서비스 96 95 103 111

(21.7%) (20.2%) (20.8%) (21.2%)

합계 441 470 495 523

(100.0%) (100.0%) (100.0%) (100.0%)

<표2-3-6> 다음커뮤니케이션의수익원별매출액추이(2004년추정) 단위: 억원

자료: LG 투자증권, 2004.6을재가공주:괄호는전체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임

2002년 2003년 2004년F 2005년F2006년F

다음커뮤니케이션 765 1,414 1,928 2,146 3,046

NHN 746 1,666 2,345 3,198 3,882

<표 2-3-5>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의 매출실적 전망 단위 : 억원

자료: LG 투자증권, 2004. 11

2004년2사분기 2004년4사분기

광고
배너광고 78(15.5%) 84(15.1%) 90(14.7%) 101(15.0%)

검색광고 151(30.0%) 174(31.4%) 195(31.9%) 225(33.3%)

게임 243(43.8%) 225(44.6%) 270(44.1%) 283(41.9%)

쇼핑몰 23(4.1%) 21(4.2%) 24(3.9%) 29(4.3%)

기타 31(5.6%) 29(5.8%) 33(5.4%) 37(5.5%)

계 504(100.0%) 555(100.0%) 612(100.0%) 675(100.0%)

<표 2-3-7> NHN의 수익원별 매출액 추이 (2004년 추정) 단위 : 억원

자료: LG 투자증권, 2004.6을재가공주: 괄호는전체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임



정기준이전월검색회수즉광고성과인효율성이부

각되어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게임분야에서는 웹

보드게임에서 한게임이 지배적인시장 지위를 유지하

고있으나, 네오위즈의피망등타업체의시장진출이

활발해지면서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상황이다.

(3) 전망

국내 유선 인터넷 포털 시장은 소위‘닷컴 버블’이

사라지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와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

서 유선 인터넷 포털들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충성

도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

을추구할것으로보인다. 

현재유선인터넷포털의대표적인수익원은온라인

광고, 전자상거래, 유료 컨텐츠, 프리미엄 검색 등록,

솔루션 판매 등이다. 이 중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분야는전자상거래와유료컨텐츠로, 당분간이두분

야는포털의성장을견인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경우 뚜렷한 전략과 고객 서비

스 등의 개선없이 저가격을 통한 매출증대만을 추구

하는 것은 경쟁이 치열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양적

인 성장 이면으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컨

텐츠의 경우에도 유선 인터넷 포털이 다양한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고객의 요구를 보편적으로 만족

시키면서 타 업체와는 차별화될 수 있는 독특한 컨텐

츠를제공함으로써경쟁력을높여나가야한다.

다. 무선 인터넷 포털 현황 및 전망

국내의 무선 인터넷 포털은 1999년 LG텔레콤이

WAP 기반의이지아이(ez-I) 서비스를제공하면서본

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후 SK텔레콤의 n-TOP과

KTF가무선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면서이동통신업

체를 중심으로 무선 인터넷 포털 경쟁이 가속화되었

다. 

무선 인터넷 포털은 이동통신에서 데이터 통신이

강조됨에 따라 정보의 허브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의 음성통신

부문 가입자당 수익(ARPU, Average Revenue Per

User)이정체되고있어, 이동통신업체도이용자의전

체적인 ARPU를 높이는 방안으로 데이터 통신에 주

력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1) 현황

무선인터넷포털은유선과마찬가지로정보제공을

기본 서비스로 하고 있으며, 뉴스와 각종 엔터테인먼

트 정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선

인터넷에서 가장 성공한 서비스는 벨소리와 캐릭터

다운로드와 같은 서비스이다. 휴대폰이 액세서리화되

면서 벨소리, 캐릭터 및 그림 다운로드 등을 통해서

사용자가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기때문이다. 무선인터넷의등장과함께킬러애플

리케이션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모바일 커머스는

기대와는 달리 공연티켓 예매나 쿠폰 내려받기 등의

일부에서만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무선 인터넷 포털의 수익은 주로 유료 컨텐츠를 통

해서 이루어진다. 과거 PC통신에서와 마찬가지로 포

털업체는무선인터넷에접속한사용자가이용한정보

이용량에따라과금하게되고, 그이용료가무선인터

넷포털의주수익원이된다. 최근에는패킷요금제가

보편화되면서무선인터넷의저변이확대되고무선인

터넷포털의수익도증가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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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업체명 점유율

1 SKT 네이트 97.24%

2 KTF 매직엔 1.66%

3 LGT ez-I 0.41%

4 KT Nespot 0.21%

5 KTF 케이머스 0.19%

6 뭉클 0.08%

7 에어아이 0.08%

8 뮤팡닷컴 0.04%

9 모키토키 0.02%

10 에버닉스 0.02%

<표 2-3-8> 무선 인터넷 포털 방문 순위

자료: 랭키닷컴, 2004. 12



(2) 전망

앞으로무선인터넷에서가장각광받을서비스로는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를 들

수 있다. 위치기반 서비스는 사용자의 특성과 사용자

가있는주변지역의상황을모두판단하여관련된정

보나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등을 적절히 제공해 줄 수

있다. 부진을면치못하고있는모바일커머스도위치

기반 서비스 등과 연계되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3세대이동통신, 휴대인터넷등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선 게임, 동 상 메일, 그리고

VOD 서비스와 같은 프리미엄 컨텐츠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그러나 동 상을 지원하는 단말기의 부족

과 상대적으로 비싼 무선 데이터 요금 및 속도 제한

등으로 널리 보급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

로보인다. 

제 2절온라인게임서비스

1. 개요

가. 성격 및 연혁

20세기 이후 문화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미래를주도할산업의하나로주목을받고있다. 이중

게임산업은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

고있는문화관련산업의주역으로성장하 다. 게임

산업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

는첨단문화산업이며, 한나라의문화적역량과첨단

기술 수준을 동시에 드러내 주는 지식기반 산업이다.

특히 온라인 게임은 산업적인 측면과 정부 전략 측면

모두에서 핵심적인 문화 컨텐츠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온라인 게임은 다른 인터넷 컨텐츠에

비해 뚜렷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고, 수출 주력산업

으로서의잠재적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국내에서 온라인게임이 시작된 것은 1994년에 국

내 최초로 상용 MUD(Multi User Dungeon)인‘쥬

라기공원I’이 PC통신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면서부터

이다. 이후 1996년 5월 넥슨이‘바람의 나라’를 서비

스한것이세계최초의그래픽MUD(혹은MUG) 게

임의시작이다. 1998년이래지속되고있는온라인게

임의 호황으로 많은 제작사와 유통사들이 온라인게임

제작에뛰어들고있다. 단기간에1,000억원대의매출

규모를 거둔 엔씨소프트와 같은 성공사례를 지켜 본

많은 신생업체들이 온라인 게임 쪽으로 몰리고 있으

며, 국내PC게임시장의불황으로온라인게임으로의

집중은더욱강화되고있다. 

나. 분류

일반적으로 게임은 아케이드 게임, PC 게임, 비디

오게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

산으로 모두 온라인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미래의 게

임시장은통합형태의 온라인 게임기가 주도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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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PC 게임/ 온라인게임은사용자가컴퓨터를상대로게임을진행하는PC게임의형태가발전한것으로서, 네트워크를이용하여지역적으로

온라인게임 떨어져있는사람들과직접게임을즐기는방식. 지금까지의단순시나리오방식의게임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것으로고도화된

정보환경에적합한게임형태

비디오게임 게임장에가야하는불편을해소하기위해개발된분야로서, 전용게임기를기반으로다양한게임을롬팩이나CD의형태로제공

아케이드게임 게임장에서일정사용금액을넣고일정시간동안즐기는게임형태. 최근모션캡처장비를이용하여3차원가상캐릭터로하여금

인간동작과유사한자연스러운동작을표현하게하여인기를끌고있는분야

모바일게임 무선통신환경에적합하도록개발된게임으로, 크게임베디드, 싱 플레이어로컬/네트워크기반게임, 멀티플레이어로컬/네트워크

기반게임등으로구분됨

<표 2-3-9> 하드웨어/업계에 따른 게임 분류

자료 : 50대품목기술/시장통합요약보고서: 전세계게임시장현황및전망, ETRI,  2003, 재가공.



전망된다. 

또한 게임은 전달하고자 하는 컨텐츠에 따라서 다

음의<표2-3-10>과같이분류할수있다.

다. 특징

온라인 게임은 원자재나 대량 설비투자 없이 기획

력과 아이디어만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고

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캐릭터, 애니메이션, 출판만

화 등 타산업과의 연관성이 크고, 불법복제의 위험이

적으며, 문화적장벽도큰문제가되지않는다는점에

서경제적파급효과가매우큰분야이다. 

아케이드 게임이나 PC게임과 같은 지역 기반 게임

은 게임기나 컴퓨터를 상대로 게임이 진행되며, 하드

웨어의 용량에 따라 한정된 패턴 내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없고, 게임이용자는이반응패턴에익숙해짐에

따라지루함을느끼기쉽다. 반면온라인게임은컴퓨

터로 구현되기는 하지만, 온라인으로 연결된 인간 대

인간 간의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패턴을 갖기 힘

들고예측불가능에따른다양성의재미를준다. 

온라인 게임 산업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게임은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

으로한다. 이는유통과제조면에서비용절감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로부터 온라인 게임이 고성장, 고수익

산업으로발전하게되었다. 둘째, 온라인게임은장기

적인 제품수명을 갖고 있다. 시장에서는 통상 5~10

년으로보고있는데, 일례로넥슨의‘바람의나라’는8

년째에 접어들고 있고 엔씨소프트의‘리니지I’은 6년

째를 맞이하고 있다. 오프라인 게임의 수명이 고작 6

개월~1년인 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긴 제품수명은 회사의 캐쉬플로우를 안

정적으로유지할수있게한다. 

이러한 특성 및 장점을 바탕으로 국내 게임 시장에

서 온라인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아케이드 게임을 제치고 급속한 성장세를 보

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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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아케이드게임 일반적으로컴퓨터게임장의게임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순간적인판단력과순발력에의존하여게임을풀어가는방식. 슈팅,

액션, 격투, 스포츠아케이드등다양한종류가있음

시뮬레이션게임 위험성이많거나실제경험하기에는어려운상황을가상으로만들어진공간에서현실세계에서와유사하게경험하고실험하는게임. 최근

인공지능기법을적용하고네트워크기반으로제작되어인터넷을통해다수의사용자가동일한게임에참가하여실시간으로즐길수있음

롤플레잉게임 게임을수행하는사용자가자신에게맡겨진역할을수행하는유형이며, 실제생활과같이게임이진행되면서등장인물은나이를먹거나

경험과능력이축적되는게임형태

어드벤처게임 PC게임에서인기를끌고있는장르로서, 게임스토리에따라여러가지문제를해결하면서감추어진수수께끼를풀어나가는방식의

게임형태

<표 2-3-10> 컨텐츠에 따른 게임 분류

자료 : 50대품목기술/시장통합요약보고서: 전세계게임시장현황및전망, ETRI,  2003, 재가공.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CAGR(%)

온라인게임 20.6 56.0 76.2 90.0 97.0 125.7 143.1 26.1

모바일게임 9.5 17.0 25.5 47.8 99.0 181.6 221.3 69.0

PC 게임 40.5 37.0 37.8 37.4 37.0 39.1 39.9 1.7

아케이드게임 280.0 294.0 309.0 331.0 348.0 363.4 380.7 5.3

콘솔게임 하드웨어 152.5 142.0 122.0 104.0 104.0 125.0 132.0 -2.4

소프트웨어 65.3 67.0 82.0 70.0 70.0 75.0 71.0 1.4

합계 568.4 613,0 652.5 680.2 755.0 909.8 988.0 10.4

<표 2-3-11> 플랫폼별 세계 게임시장 규모 단위 : 억달러

자료 :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 2003.



2. 현황 및 전망

가. 전세계 온라인 게임시장 현황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에 의하면, 2002년 세계 게

임시장규모는613억달러이고, 인터넷의확산, PC의

고성능화 및 네트워크화, 3D 가상현실 기술 및 음향

기술과 같은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고속

성장을지속하고있다. 2007년세계게임시장규모는

98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우리나라

가 강점을 갖고 있는 온라인 게임은 2002년 56억 달

러로, 전체게임시장의9.1%를차지하고있다. 

지역별온라인게임시장변화추이를보면, 2002년

현재 미국이 전체 시장의 반 정도(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14%, 유럽 10% 순이다. 특히아태지

역의성장이괄목할만하다. 

온라인게임 이용자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5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온라인게임은

PC 기반 온라인 게임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점차적

으로 콘솔 기반 온라인 게임이 성장함으로써(2005년

까지 PC기반 19%, 콘솔기반 134%, PC방 9% 성

장), 온라인 콘솔게임은 아태지역 게임산업의 원동력

이될것으로전망된다. 

우선 미국의 게임시장은 PC게임과 콘솔게임을 중

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게임은 성장 초기단

계이다. 그러나 총 가구의 40% 이상이 PC를 보유하

고 있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의 규모가 늘어

날전망이며, 특히콘솔온라인게임이용자는폭발적

인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의 게임시

장은 68%가 콘솔 게임이나 2002년을 기점으로 하향

추세인 반면, 모바일게임과 온라인 게임은 증가추세

이다. 온라인게임은2001년대비2005년383% 증가

할전망이다. 

일본의온라인게임은전체게임시장의1%로그규

모가미미한실정이나, CATV 보급의증가와이를이

용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이 큰 규모로 확대될 전망

이다. 중국에서는온라인게임가운데특히RPG이가

장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체 인터넷 이용자 대비

온라인 게임 이용자는 2006년 35.8%에 이를 전망이

다. 게임 이용자들은 94%가 남성이며, 25세 미만이

전체의 84.2%를 차지하며, 주로 PC방(50.1%)을 이

용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시장규모는 2001년 대비

2002년193.5%가증가했다.  

현재 국내 게임 시장에서의 온라인 게임 비중은

45%(웹게임포털시장포함)에이르는데반해,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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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태지역 미국 유럽 기타 합계

2001년 2.8 11.9 2.4 3.5 20.6

2002년 8.0 27.2 5.6 15.2 56.0

2003년 11.7 31.5 7.8 25.2 76.2

2004년 16.6 36.3 9.1 28.0 90.0

2005년 22.0 36.6 11.6 26.8 97.0

<표 2-3-12> 지역별 온라인게임 시장 변화추이 단위 : 억달러

자료: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 2003.*콘솔기반온라인게임을포함한수치임

연도 이용자수 증가율

2002년 8.4 98.3

2003년 13.8 63.8

2004년 20.3 46.7

2005년 26.3 30.0

2006년 33.6 27.7

2007년 41.8 24.4

<표 2-3-13> 중국 온라인게임 이용자 전망 단위 : 백만명, %

자료 : 전자신문, 2004. 10. 29 *콘솔게임은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합친비율 자료: LG 투자증권, 2004. 5

<그림 2-3-2> 2003년 온라인 게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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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게임 시장에서의 온라인 게임 비중은 12%에 불과

한 실정이다.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 열풍은 이러한 온라인 게임 비중을 크게 확대시

킬것으로기대되며, 국내선두온라인게임업체들에

게커다란기회로작용할전망이다. 

나.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 현황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2003년 국내 전체 게임산업

규모는약1조5,283억원으로추정된다. 이중온라인

게임은전년대비66.8% 성장한7,541억원으로전체

게임산업에서 약 4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온

라인 게임의 비중은 2002년 36.1%보다 약 30.7%p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는 PC방의 대중화와 높은 초

고속인터넷서비스의보급률에기인한다. 

최근의 두드러진 경향은 온라인/네트워크 게임의

상승과 오프라인/스탠드얼론 게임의 하강 국면으로,

온라인게임과PC방은매출이지속적으로성장하는데

반해, PC 패키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매출 규모

가 감소하 다. 2002년 정식보급된 비디오(콘솔) 게

임은꾸준히시장규모가커지고있으나, 온라인게임

을 주로 하는 한국 이용자들에게 아직은 익숙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모바일게임은국내경기침체에도불

구하고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은2002년1,004억원에서2006년4,138억

원으로급속도로증가할전망이다.

한편 문화관광부의‘2004년 게임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게임이용자들은 웹보드게임(29.9%), 롤플

레잉게임(27.0%) 및 전략시뮬레이션 게임(23.0%)

을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지난해조사

결과와 비교해 웹보드게임의 선호도가 10% 정도 증

가한수치이다. 

웹보드게임은 게임 시간이 짧고 게임 자체도 단순

해 게임을 이용한지 얼마 되지 않는 초보자의 경우에

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캐주얼 게이머(Casual

Gamer, Light User)의 선호 장르이다. 온라인 게임

의성장을주도하는게임포털의확산과함께, 웹보드

게임은 캐주얼 게이머의 확산을 촉진시켜 게임산업

성장에주요한역할을하고있다. 

주로 이용하는 게임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 온라인 게임이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PC게임(19.8%), 비디오게임(4.9%), 아

케이드게임(4.7%), 모바일게임(4.3%)의 순으로 나

타나, 온라인게임이용비율은여전히증가세이다. 

다.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 현황

국내 온라인게임시장은 MMORPG 4개 업체와 게

임포털 3개 업체 등 상위 7개 업체가 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적인 시장이다. 온라인게임 웹

진인 mud4u.com에 따르면, 2003년 12월 현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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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온라인게임 4,522 7,541 10,935 14,216 17,058

모바일게임 1,004 1,458 2,187 3,062 4,138

비디오게임 1,562 2,229 2,897 3,476 3,997

PC 게임 1,647 937 750 680 660

아케이드게임 3,778 3,118 2,962 3,051 3,204

합계 12,513 15,283 19,731 24,485 29,057

<표 2-3-14> 국내 게임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억원

자료 : 2004 게임백서, 문화관광부, 2004.*2004년이후는전망치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PC방 614 533 480 777 827 871

개인 519 794 903 1,300 1,403 1,570

로열티 94 219 282 429 634 753

합계 1,247 1,548 1,665 2,506 2,863 3,195

<표 2-3-16> 엔씨소프트 매출실적 및 전망 단위 : 억원

자료 : LG 투자증권, 2004. 5*2004년이후는전망치

업체명 게임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엔씨소프트 MMORPG 1,247 1,549 1,665

넥슨 MMORPG 275 492 635E

NHN(한게임) 게임포탈 110 275 620E

플레너스(넷마블) 게임포탈 7 193 585E

웹젠 MMORPG 24 288 570

엑토즈소프트 MMORPG 110 214 522E

네오위즈(피망) 게임포탈 - 101 411E

합계 1,773 3,112 5,024

<표 2-3-15> 국내 주요 온라인게임 업체 매출 추이 단위 : 억원

자료 : 각업체실적자료및증권사분석자료



에는 63개의 온라인 게임이 유료 서비스되고 있으며,

약 80개의 게임이 공개 또는 비공개 형식으로 베타서

비스를실시하고있고무료게임도30개에달한다. 이

는 온라인 게임이 높은 수익성이 확보됨에 따라 게임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다수의 게임업체

들이 온라인 게임제작에 참여함에 따라 경쟁이 갈수

록심화되고있음을나타낸다. 

초기온라인게임시장은PC방사용자가주류를이

루었으나 최근에는 개인 사용자의 비중이 더욱 커지

고 있다.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 업체인 엔씨소프트의

경우 개인 사용자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2000년20%, 2001년40% 으나, 2002년에는

58%로 PC방 매출을 능가하 다. 더욱이 비디오 콘

솔 게임기가 보급되면서 콘솔게임용 온라인 게임 사

용자도점차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 상위업체의시장지배력강화

엔씨소프트, 웹젠, 넥슨등선발업체가전체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극심한 과점 양상을 보이고 있

으며, 특히 엔씨소프트는 2002년 기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엔씨소프트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 리

니지는 1998년 9월 상용화된 이후, 2002년 9월 총

38개의 국내 서버에서 최고 동시 사용자 12만명, 누

적사용자200만명을기록한바있다. 

온라인게임은다른게임과는달리이용자들의충성

도가 높고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엔

씨소프트나넥슨과 같은 기존 선두업체들의 내수시장

장악력은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후발업체들은 선발업체에 비해 막대한 광고, 홍보

비를 투자하더라도 경쟁업체들의 증가로 인하여 큰

실효성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었다. 또한 온라

인게임사용자의수준이높아짐에따라그래픽, 사운

드, 인터페이스 등 게임 자체의 질적인 수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3D 게

임과 같은 게임의 고사양화가 진행되면서 게임 개발

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온라인게임1편당평균개발비는1999년1.8

억원에서2000년3,8억원, 2001년4.4억원으로크게

증가하고있다.

(2) 해외진출의가속화

엔씨소프트는 2004년 4월, ‘시티오브히어로’와

‘리니지2’를 상용화하고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들어갔다. 유료화2주일만에시티오브히어로는10만

명, 리니지2는 6만명의 회원수(패키지 판매)를 기록

했으며, NPD 그룹에서 집계한 북미지역 PC게임 판

매 순위에서도 시티오브히어로와 리니지2는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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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게임명 업체 장르

1 리니지 엔씨소프트 RPG(롤플레잉)

2 뮤 웹젠 RPG

3 라그나로크 그라비티 RPG

4 천년 엑토즈소프트 RPG

5 미르의전설2 위메이드/액토즈 RPG

6 바람의나라 넥슨 RPG

7 천상비 삼성/하CI윈 RPG

8 포트리스2블루 CCR 슈팅

9 공작왕 유리택 RPG

10 울티마온라인 EA 코리아 RPG

<표 2-3-17> 정식출시 온라인게임 인기순위

자료 : Net Power, 2003

업체명 주요게임 2003년해외매출액(비중) 파트너사(계약방식) 합작법인명(자본금) 투자규모(지분율)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382.4억원(73%) 성대(라이센스) 동방후동(500만불) 250만불(50%)

미르의전설3 하이홍(합작법인)

천년

엔씨소프트 리니지 281.4억원(17%) 시나닷컴(합작법인) 엔씨시나(500만불) 245만불(49%)

웹젠 뮤 89.3억원(15%) 더나인닷컴(합작법인) 나인웹젠(100만불) 49만불(49%)

<표 2-3-18> 주요 온라인게임 업체 중국 진출 현황

자료: 정보통신산업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12.



1, 2위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지금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국내 온라인 게

임시장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세계시장

은아직초기단계에있어성장잠재력이매우높다. 이

에 따라, 국내 선두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대만, 중국, 홍콩, 일

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국산 온라인 게임이 인기를

얻고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시장이 초고속망의 보급 확대와

게임 이용자들의 온라인 게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온

라인 게임 이용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어서 국내업

체들에게새로운기회가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온라인게임시장이폭발적으로성장하고있는

중국시장으로의진출이활발하다. 이중웹젠의‘뮤’와

액토즈소프트의‘미르의전설2’, 그라비티의‘라그나

로크’는동시접속자수가30만명을넘는등압도적인

강세를보이고있다. 중국시장진출초기에는주로현

지 서비스 대행사와의 라이센스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국내 게임업체들의 중국 진출은 현지에 직접 합

작법인을설립하는형태로변하고있다. 

(3) 게임포털의성장

초기 온라인 게임은 개발사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초기 마케팅

의 한계 및 서비스 경험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다수

의 게임을 모아서 제공하는 게임 포털시장이 성장하

고있다. 

게임 포털은 포커, 고도리와 같은 보드게임이나 캐

주얼게임을주로제공한다. 초기상위업체로는NHN

의한게임과넷마블등이있으며, 2003년에는네오위

즈의피망이일방문자수로1위를기록하고있다. 게임

포털은 이들 3개 업체가 전체 게임 포털 분야 트래픽

중약70%를점유하는과점양상을보이고있다.

게임 포털은 저비용과 다양한 수익원 모색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수익모델이라는인식이 확산

되면서대형포털의참여가증가하고있다. 즉게임포

털은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와 달리 개

발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아바타, 게임 아이템

판매 등 수익원을 다양화할 수 있고, ▲일정 가입자

확보시 타사 개발 게임의 퍼블리싱이 용이하며, ▲유

료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모델이 된다는 장점을 지니

고있다.

한편최근몇년간성장가도를달리던게임포털들이

차세대성장동력발굴에나서고있다. 이는그동안업

계 1위를 다투어온 한게임(NHN), 피망(네오위즈),

넷마블(CJ인터넷) 등 3대게임포털의2004년실적이

기대치에 못미치면서 나타난 위기감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비슷비슷한 유형의 웹 게임들이 우후죽순

으로 출시되어 차별성이 없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게임포털들은해외시장 개척과 게임 퍼블리싱 강화에

나서는 등 불투명한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

적인움직임을가속화하고있다.

(4) 외국업체의국내업체인수전개시

중국의온라인게임서비스 1위 기업샨다네트워크

가2004년 11월 30일액토즈소프트를인수하면서국

내 게임시장에 회오리 바람을 불러왔다. 한국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이번 액토즈 인수 사태를 계기로 샨다

에대해여러방향으로경계시각을갖게됐다. 

최근 중국에 수출된 주요 국산 게임들이 샨다 이외

의다른경로를적극찾아나선것도이같은경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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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2003년
사이트명 운 회사

분야

순위 11월순위 점유율

1 2 한게임 NHN 25.4%

2 1 피망 네오위즈 19.4%

3 3 넷마블 CJ 인터넷 17.6%

4 8 넥슨 넥슨 12.0%

5 4 Mgame 엠게임 6.7%

6 6 X2game CCR 3.6%

7 - 게임나라 지식발전소 2.7%

8 5 다음게임 다음 2.0%

9 7 조이온 조이온 1.2%

10 10 캔디바 네오플 1.0%

<표 2-3-19> 주요 게임포털 업체 순위

자료 : 랭키닷컴, 2003. 12. 1



발로로 풀이된다. 예컨대 오늘날의 샨다네트워크를

있게했던‘미르의전설2’의차기작‘미르의전설3’은

광통이 서비스 파트너로 결정됐고, CCR의‘RF온라

인’은 완마네트워크가 맡게 된다. ‘라스트 카오스’의

나코인터랙티브는엠드림온라인과손을잡았다.

한국 게임업체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위기감은 개

발자 유출이다. 샨다의 액토즈소프트 인수는 한국 게

임업계의 자기 방어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게임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까지 치켜 세운 정부, 업계 이익과 산업진흥

을 위해 결성한 한국게임산업협회, 로벌 기업으로

커나겠다고 외쳐대던 개별 기업 모두 줄줄이‘눈뜨고

당한’꼴이다. 이제 정부나 업계 차원에서 원천 기술

보호 및 해외 유출 방지에 적극 개입해야 할 시점에

이른것으로보인다. 

제 3절온라인관광산업

1. 개요

관광산업의전자상거래란“인터넷을통하여관광상

품과 관광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종류로는

사이버 여행업, 사이버 관광숙박업, 사이버관광객 이

용시설업, 사이버 국제회의업, 사이버 카지노업, 사이

버 유원시설업, 그리고 사이버 관광편의시설업 등이

있다. 

인터넷이급속하게발달하면서많은정보가인터넷

상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관광업

계도인터넷을통한사이버사업에뛰어들고있다. 규

모나 기술면에서 온라인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에서는 사이버 관광사업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여러

조사기관이 다양한 통계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 자료는 사이버 관광시장의 규모와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예측, 그리고 정책 분석 및 제안 등을

가능하게하고있다.

2. 현황 및 전망

가. 온라인 관광 이용실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국내 e-비즈니스 현황에 대

한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광산업과 직접 관련된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협의의 전자상거래 시행율이

10.0%로서 전체 산업평균인 21.2%에 크게 못 미치

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여행 및 예약서비

스전자상거래현황은2004년 3사분기현재2,178억

원에이르고전분기대비32.9%p 증가, 전년동분기대

비85.4%p 증가했다. 

개인들이 관광정보를 습득하는 정보원은 크게 6가

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친구나 친척, 관광이나 여행

관련책자, 신문, 잡지, TV 등의 언론매체, 여행사, 관

광안내소, PC통신이나 인터넷이다. 오늘날 관광정보

의 원천은 인터넷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관광공사가 2002년도에 실시한‘외래관광 실태조사’

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기 전에 여행정

보를 입수한 경로로는 친구/친지/동료(37.2%)가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여행사(32.1%),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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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거래 전자상거래

통신업 66.7 21.4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70.0 25.0

공공행정, 국방및사회행정 74.4 46.7

교육서비스업 89.5 52.4

건설업 28.8 27.1

보건및사회복지사업 43.0 6.3

도소매업 26.1 20.5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 12.1 8.8

사업서비스업 21.9 17.9

부동산및임대업 15.6 15.6

숙박및음식점업 10.9 10.0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14.6 12.2

운수업 17.6 16.5

제조업 21.8 18.0

전체평균 30.1 21.2

<표 2-3-20> 국내 산업별 전자상거래 시행현황 단위 : %

자료 : 국내기업 e-비즈니스현황조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4.12.



(24.5%), 관광안내서적(24.3%)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인터넷이 관광정보 수집의 주요 원천으로 자리잡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전망이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발간한‘2003년국민해외여

행실태조사보고서’에따르면과거여행사나책을통

해 관광정보를 획득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고 한

다. 즉, 해외여행에대한정보원천으로서인터넷의비

중은2001년의 17.1%에서 2003년 28.6%로증가하

다. 반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던친구나친지에

의한정보수집은43.6%에서38.1%로대폭감소하고

있다. 직접 경험자들과 잠재 관광자들은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커뮤니티를 통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앞으

로 이러한 온라인 상의 기능들은 모바일로 옮겨갈 전

망이다.

한국관광공사가2004년8~9월에걸쳐한국관광홍

보 인터넷 홈페이지(www.tour2korea.com)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전세계 네티즌 대상 한국관광 설문

조사’에의하면, 전체응답자의32.0%가가장최근에

갔던해외여행계획을세울때여행전반에대한정보

를 90%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립했다고 응답하

으며, 41.0%는‘50%~80%’, 15.9%는‘50% 미

만’, 그리고인터넷을전혀검색하지않았다고응답한

사람들은11.0%로나타났다. 

연도별 비교 결과를 보면,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율

이 2003년과 비교 10%p정도 감소하여 인터넷의 보

급 확대와 함께 여행정보 수집을 위한 인터넷 활용이

급속도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인터넷으로 검색한 내용은

‘목적지에서의 즐길거리’(13.2%)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지도 및 위치검색’(12.9%), ‘호텔검색’

(12.7%), ‘항공권검색’(12.5%) 등의순으로많았다. 

한국 여행시 온라인 예약/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

는 29.6%로 2003년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상 예약, 구매율을 획

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정보체제로의 변환 및 오프

라인 상품과의 가격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한국여행시 온라인을 통해 예약/구매한 경험

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항공권’

(30.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호텔객실 및

기타숙소’(29.2%), ‘여행패키지상품’(19.4%), ‘각

종공연및관광시설입장권’(10.4%) 등의순으로조

사되었다. 연도별로는 항공권의 예약 및 구매비율은

감소한 반면, 호텔객실 및 기타 숙소, 여행 패키지 상

품, 각종 공연 및 관광시설 입장권 등의 예약, 구매비

율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tour2korea.com이나 기타 관광 관련 사이트를 통

해좀더상세히알고싶은한국여행정보및온라인서

비스는숙박에관한것이13.6%로가장높았으며, 지

방관광지정보(10.0%), 교통(9.4%), 관광지도

(7.4%), 음식(6.5%)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05 e-BusinessWhite Paper 133

2
제

편

-

비
즈
니
스

현
황

e

2

연도 여행사 친구/친지 인터넷 잡지/서적 방송/신문 대사관 기타 계

2001년 30.0 43.6 17.1 5.8 1.4 0.5 1.8 100.0

2003년 25.9 38.1 28.6 4.3 1.8 0.2 1.1 100.0

<표 2-3-22>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관한 정보원천 단위 : %

자료 : 2003년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2004.1.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거래규모 75.5 83.2 93.9 118.0 116.6 109.7 149.0 148.7 168.4 163.9 217.8

<표 2-3-21> 여행 및 예약서비스 전자상거래 현황 단위 : 십억원

자료 : 통계청, 2004.



온라인상에서한국여행관련예약이나구매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29.6%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온라인 구매력 강화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요구된

다. 많은 관광객들이 목적지와 관련된 관광정보를 온

라인 상에서 검색하여관광계획을 세우고 관광상품까

지를구매할수있는체제를갖추어야한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항공권, 호텔객실 예

약, 여행패키지의 상품 가격에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

는등다양한판매전략을통해온라인구매력을강화

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개별여행자에대한효율적

인 판매체제를 갖추어 판매를 촉진하고 여행자 편의

를 증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구매고객은데이터를통한고객관리(CRM)가가능하

여재방문또는구전마케팅의도구로활용할수있기

때문에더욱체계적인보완이필요하다. 

나. 관광정보화 관련 정책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국내

관광자원에관한 체계적 정보제공과관광산업의 지식

정보화 기반 마련을 위해 2004년 5월 관광지식정보

시스템(http://www.tour.go.kr)을 구축하 다. 이

시스템은 관광자원, 관광통계, 관광법령, 관광개발투

자, 관광지식등5개의주요DB와부가기능으로구성

되어있다. 

한편 국민들의 관광여가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관광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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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세계네티즌대상한국관광설문조사, 한국관광공사, 2004. 9.

<그림 2-3-3> 여행계획 수립시 인터넷 사용 경험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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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세계네티즌대상한국관광설문조사, 한국관광공사, 2004. 9.

<그림 2-3-4> 해외여행 준비시 온라인 검색 내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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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구축및운 이요구되고있으며, 다양한관광정

보를제공할수있는관광홈페이지의중요성또한강

조되고있다. 문화관광부는2003년12월, 지방자치단

체 관광분야 홈페이지의 수준을 높여 지방관광 활성

화를 도모하기 위한‘지방자치단체 관광홈페이지 평

가사업’을실시하 다. 

이번 평가는 16개 광역시ㆍ도 관광 분야 홈페이지

와광역시ㆍ도별5개기초자치단체관광분야홈페이

지등총 91개홈페이지를대상으로하 다. 그결과,

평가에 참여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한 홈페이지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외국어

홈페이지의 경우 단순히 지역 소개 만으로 구성되거

나 외국인 관점의 컨텐츠가 아닌 한 홈페이지의 내

용을 문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 시급히 보완하

여야할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정보 위주의 컨텐츠는 다양하지만 실질적인

문화관광에 대한 상품개발 및 유인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광역시ㆍ도와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성을 높여 관광 컨텐츠의 공유를 위한 보완책

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사단법인‘밝은미소 운동본부’

와 공동으로 여행정보 사이트인 투어솔로몬(http://

toursolomon.net)을 2004년 7월오픈했다. 투어솔로

몬은 여행상품의 선택과 계약시 필요한 정보와 함께

각종 옵션 관광상품들의 현지 가격정보를 제공해 소

비자들의 여행상품 변별력을 제고시키고덤핑관광 피

해를 예방하고자 만들어졌다. 문화관광부는 현재 일

본과 동남아시아위주의 정보로 구성된 투어솔로몬을

조만간 유럽과 미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여행정보를

공유할수있는커뮤니티로확장될예정이다.

제 4절전자금융

1. 전자금융의 의의

전자금융이란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업무와

관련한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새로운 금융 서비스 채

널을제공하는한편, 전자상거래관련지급결제등금

융 업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것을말한다.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

거래의 효율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

대되어 왔다. 금융기관은 전산화를 통한 업무 자동화

를 시작으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급결제 서

비스의 금융기관 간 호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 으

며, 나아가정보지식산업으로의전환을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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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세계네티즌대상한국관광설문조사, 한국관광공사, 2004. 9.

<그림 2-3-5> 한국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구매 경험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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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한국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구매 내용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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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측면에서도은행들은은행공동망구축

을바탕으로, 대고객접점확충을통해전자금융서비

스 역을넓혀왔다. CD/ATM을설치하여기존창구

에서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한 것을 비롯하여, PC

및 인터넷의 보급에 힘입은 인터넷 뱅킹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최근 거의 대부분의 경제활동 인구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이 대고객 접점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은행

의전자금융서비스 역은더욱확대되었다. 증권및

보험부문 역시 인터넷 및 휴대폰을 통한 대고객 접점

의 확충에 힘입어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전자금융 서

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한편최근에는전통적인금융기관외에도전자상거

래 및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새

로운 금융서비스 채널이 구축되면서 IT 관련 기업이

나 이동통신업체 등도 전자금융 서비스 시장에 진입

하고있다.  

전자금융은전통적인금융서비스와는다른본질적

특성상파급효과도매우크다. 우선전자금융은기본

적으로 비대면·비장표방식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통

적인 금융거래에서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 고객의 입장에서는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가

크게 증대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장표사

용감소에따른관리비용과거래당처리비용을크게

낮출 수 있어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하여 고부가가

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있다.

그러나비대면, 공개네트워크이용, 제 3자에대한

기술 의존 증가, 급속한 기술 및 고객서비스 혁신 등

으로 금융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

반적인위험수준이과거보다크게확대되었다. 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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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알고 싶은 한국 관광정보 및 온라인 서비스 내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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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융의 안정성을 위한 보안 및 안전 문제가 대두되

었다. 또한전자금융의급속한발달을뒷받침할수있

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 전자금융 서비스가 효율적으

로 제공되기 위한 표준화 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

다.  

이하에서는 전자금융의 발전과정을 금융기관 업무

의전산화및금융서비스확대를중심으로알아보고,

금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전자금융 서비스와 전자상

거래관련지급결제서비스에대해살펴본다음, 향후

전자금융관련과제를언급하고자한다.

2. 금융기관 업무의 전산화

금융기관업무가전자금융의형태로발전하는과정

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제 1단계는 금융기

관 내부 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자동화 단계로, 각 금

융기관내부의온라인망을구축하고, CD/ATM 및지

로 등을 도입하여 장표처리의 자동화를 통해 창구업

무의축소를도모하 다. 

제2단계는타금융기관전산망과상호연결하여금

융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금융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의CD, 타행환, 자금관리서비스(CMS: Cash Mana-

gement Service) 등 은행공동망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금융네트워크는각금융기관이법적, 경제적독

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자금결제 기능 면에서 하나의

조직과 같이 긴 히 운 되도록 함으로써 전국을 1일

금융권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를 개발

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 

제 3단계는금융기관과고객간에물리적인접촉없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운 하는 단계이다. PC통신

이나 전화, 나아가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종전 점포 중심의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금융의 발달

로 인해 점포없이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은행

(Virtual Banking)도등장하게되었다. 

제 4단계로는 정보지식산업으로의 전환이다. 즉 금

융기관은 정보관리를 통해 고객 각각의 특수한 금융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품의 성격 및 금리 등에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기업고객에대하여제품의시장성, 원자재

조달등 업활동에필요한각종정보, 자산·부채종

합관리에 필요한 해지수단 및 기업인수에 필요한 정

보등고도화된정보를제공하는것도가능하게될것

이다. 특히 은행이 금융EDI(Electronic Data Inter

change : 전자문서교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기업의 거래 활동에 수반되는 많은 정보가 금융기관

에 축적되고, 이러한 정보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금융산업의정보산업화는더욱가속화될것이다. 

현재우리나라의금융산업은금융네트워크구축단

계를 거의 끝내고 IC칩, 암호화기술, 가상현실 기법

등의 정보처리 기술과 무선통신, 인터넷, 초고속정보

통신망 등과 같은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금융 서

비스전달채널을다양화해가는제3단계에있다. 또

한, 일부 금융기관은 금융정보 DB 구축을 통해 고객

이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히 제공하는 CRM 시스템

을구축하는등제4단계에진입하고있다.  

3. 금융기관의 전자금융 서비스

가. 은행

국내은행의전자금융은1980년대초국가기간전산

망 구축계획의 일환으로추진되기 시작된 금융정보화

사업을통하여발전해왔다. 이사업을통하여금융기

관 본·지점 간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뿐만 아니라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MS공동망, 전자금융공

동망 등의 금융공동망이 가동되어 전국이 1일 결제권

화되고, 대고객 서비스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해

소되는등전자금융이크게확대되었다. 

1990년대하반기부터는인터넷을전달매체로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금융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자금이체 등이 가능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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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뱅킹은 그 이용 편의성과 비용 상의 이점 등으로

이용자가 급증하 으며, 현재 가장 중요한 금융거래

채널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하는

‘전자고지 및 납부(EBPP, Electronic Bill Presen

tation & Payment)’서비스도제공되고있다. 

은행권의전자금융서비스확대는소액결제서비스

중전자지로, 은행공동망, 신용카드등전자방식이차

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뚜렷이 나타난다.

1990년대초 10%대에 그쳤던 전자금융의 이용은 지

난 10여년간 급속히 증가하여 2004년 상반기중

72.2%까지확대되었다. 

(1) 인터넷뱅킹

인터넷 뱅킹이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은행

업무를 원격지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금융 서

비스를 말한다. 휴대폰이나 PDA를 이용하는 모바일

뱅킹의 경우도 전용 웹브라우저를 통해 금융 서비스

가 전달되는 등 넓은 의미에서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의범주에포함할수있다. 

인터넷 뱅킹의 도입은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로(delivery channel)가 기존의

지점, CD/ATM, 전화기, PC통신이외에인터넷이하

나 더 추가되는 것에 불과하나, 그 파급효과가 다른

경로와는달리매우커서금융시장및은행경 에큰

향을미치고있다. 

우선인터넷에서는한번의클릭으로다른금융기관

으로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흡인력과경쟁력

이 있는 상품을 갖춘 금융기관으로의 고객집중 현상

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점

포등공간확보에따른비용과인건비가감소되어서

비스 제공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

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금융기관 중심에서 고객 중심

으로재편될수있다. 또한인터넷을통하여금융상품

및서비스에대한금융기관및시장간비교가가능해

짐으로써금융상품의표준화를촉진한다.

한편 인터넷은 폐쇄망인 PC통신과 달리 해킹 등으

로 인해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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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상

장표방식 87.3 67.1 41.7 36.4 30.8 29.5 27.8

전자방식 12.7 32.9 58.3 63.6 69.2 70.5 72.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3-23> 장표방식과 전자방식 결제건수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2005.1.

<그림 2-3-8> 인터넷 뱅킹 등록고객수 증가 추이 단위 : 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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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보안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객단말기

와은행서버간메시지송수신에있어서높은수준의

암호문을활용하고있으며, 웹서버에대한외부사용

자의 접근을 제어하기 위해 파이어월 등의 보안 솔루

션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인증서를 채택하여 보안성

과안정성을높이고있다. 

은행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예금조회, 이체, 대출

등의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 외에도 계좌통합서비스,

기업 간 전자상거래 결제서비스 등 첨단 금융 서비스

를제공하고있다. 한편자행이체의경우대부분수수

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타행 간 이체의 경우에도

500원 내외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창구를 이용

(금액에따라최대4,000원)하는것보다저렴하다. 또

한예금및대출의경우에도우대금리를적용하며, 외

화환전이나 해외송금의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1990년대중반부터대부분의은행

들이각종금융상품정보의제공, 홍보등에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하 으며, 자금이체 등 실제 금융 거래

서비스는1999년 7월부터신한, 한미, 주택은행등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4년 9월말

현재18개국내은행, 씨티은행, 홍콩샹하이은행및우

체국등에서인터넷뱅킹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인

터넷뱅킹등록고객수는2001년 11월말 1,000만명,

2003년 6월말 2,000만명을돌파한후, 2004년 12월

말 현재 24,271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개인고객

수는2,309만명, 기업고객수는117만개회사이다.

2004년인터넷뱅킹을통한각종조회, 자금이체및

대출서비스 이용건수는 일평균 900만건으로 전년의

722만건에 비해 24.7% 증가하 다. 구성 내역을 보

면조회서비스가83.4%로서대부분을차지하고, 자금

이체서비스가16.6%를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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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중 2003년중 2004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조회서비스 3,926(81.4) - 6,160(85.3) - 7,501(83.4) -

자금이체 887(18.4) 57,409 1,055(14.6) 77,905 1,492(16.6) 89,910<15.4>

대출신청 9.0(0.2) 840.0 6.0(0.1) 940 2.3(0.0) 158<-57.3>

합 계 4,822(100.0) - 7,220(100.0) - 8,996(100.0) -

<표 2-3-25>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 기준) 단위 : 천건, 억 원

*(  )내는비중(%), <  >내는전년대비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은행명 창구텔러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합계

시중은행 2003년12월 26.7 28.6 14.3 30.4 100.0

(8개) 2004년9월 21.4 30.4 14.6 33.6 100.0

지방및특수은행 2003년12월 40.1 26.2 15.1 18.6 100.0

(10개) 2004년9월 35.3 28.0 14.0 22.7 100.0

전은행 2003년12월 34.1 27.2 14.8 23.9 100.0

(21개) 2004년9월 29.3 30.4 13.0 27.4 100.0

<표 2-3-26> 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처리* 비중 단위 : %

*고객계좌에대한입출금기준 자료 : 한국은행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2월 12월 12월 12월

개인 10,916 17,015 21,752 23,094

(55.9) (27.8) (6.2)

기업 394 695 1,002 1,177

(76.4) (44.2) (17.5)

합계 11,310 17,710 22,754 24,271

(56.6) (28.5) (6.7)

<표 2-3-24> 인터넷 뱅킹 등록고객수 단위 : 천명, 천 개, %

*2개이상금융기관에중복등록된고객포함
*(  )내는전년말대비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인터넷 뱅킹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창구텔러, CD/

ATM, 텔레뱅킹을 포함한 은행의 4대 금융서비스 전

달채널(delivery channel) 중 인터넷 뱅킹을 통한 업

무처리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2004년 9월중 인터넷

뱅킹 업무처리 비중은 전년 말월 대비 4.2%p 상승한

27.4%를 차지하 고,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이

33.6%, 지방 및 특수은행이 22.7%로 나타나 시중은

행의 경우 금융서비스 전달채널 중 창구텔러의 비중

을크게상회하고있다.

한편 인터넷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지급결제시스템

의 하나로서‘전자고지 및 납부(EBPP: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시스템이 운 되

고 있다. 동 시스템은 제세공과금의 고지내역을 인터

넷을통해확인하고이를납부할수있어국민의납세

편의를 높이고 금융기관의 창구수납업무부담을 경감

시키는데기여하고있다.

은행권에서는 2000년 3월서비스를개시한금융결

제원의 인터넷지로와 각 행의 인터넷 뱅킹 및 징수기

관의 웹사이트를 상호 연결하여 제세공과금 등의 납

부업무를 다양한 접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록하는한편, CD/ATM 등의자동화기기를이용하거

나 무인수납전용기기를 통해 장표 형태로 발부된 지

로, 공과금 등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

다.

2001년국민연금, 2002년국민건강보험료, 한국통

신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대상으로전자납부서비스

를 제공하기 시작하 으며, 국세청 홈택스(HTS:

Home Tax Service) 시스템 및 재정정보시스템과

EBPP 시스템을 각각 연계하여 국세와 각종 기금 등

을 즉시 납부 처리할 수 있는 전자납부체제가 구축되

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계속 확대되어 2003

년말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등 132개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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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0> 전자고지 및 납부(EBPP)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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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인터넷 뱅킹 비중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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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의 지방세가 전자납부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EBPP 시스템 참가기관 및 이용대상장표 확대

에 따라 2003년중 인터넷 지로 이용실적은 774만건

으로, 2002년의184만건에비해320% 증가하 다. 

(2) 모바일뱅킹

모바일 뱅킹은 고객이 휴대전화나 PDA 등의 이동

통신기기를 수단으로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기관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의 내용이나 무선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

터넷 뱅킹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

나, 공간 및 이동성 제약 해소 측면에서는 월등히 우

월하다고할수있다.  

국내의모바일 뱅킹 서비스는 1999년 11월 농협이

최초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4년 9월말 현재 17개 국내은행과 우체국이 모바

일뱅킹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도입 초기에는 메뉴검색 방식에 의한 다단계의 복

잡한 이용절차, 통신요금 부담 등으로 이용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 으나, 2003년 9월부터 IC칩을 이용

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이용 실적이 빠

르게증가하고있다. 

2004년 12월중 모바일 뱅킹 이용실적은 628만건

으로, 전년 동월 256만건에 비해 145% 증가하 으

며, 이중조회서비스는501만건으로130.7%, 자금이

체 서비스는 127만건으로 227.8% 증가하 다. 모바

일 뱅킹 이용규모는 아직 인터넷 뱅킹에 비해서는 미

미한 수준이지만, 국내의 높은 이동통신 보급률 등을

바탕으로 향후 중요한 금융 서비스 전달채널의 하나

로발전할가능성이크다.

한편은행들은 2003년 5월부터은행계좌번호대신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입력하여 계좌이체를할 수

있는‘은행공동모바일결제시스템(UBi: Ubiquitous

Banking interface)’구축을 추진하여 2004년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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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온라인증권2) 전체증권

온라인비중 증감률(%p) 
약정3) 증가율 약정3) 증가율

1998년 22.5 - 1,205.2 - 1.9 -

1999년 684.3 2941.3 3,607.5 199.3 19.0 17.1

2000넌 1,939.7 183.4 4,163.9 15.4 46.6 27.6

2001년 2,189.5 12.9 4,185.0 0.5 52.3 5.7

2002년 3,293.5 50.4 6,321.8 51.1 52.1 △0.2

2003년 3,732.8 13.3 7,303.1 15.5 51.1 △1.0

<표 2-3-28> 전체 증권1)약정 및 온라인증권 약정 추이 단위 : 조원, %

*1) 주식, 선물, 옵션 2) 외국증권사제외 3) 매수금액과매도금액의합 자료 : 2003년온라인증권거래실적분석, 증권업협회, 2004.2.

2003년 2004년

3월중 6월중 9월중 12월중 3월중 6월중 9월중 12월중

각종조회서비스 1,106(2.3) 1,176(6.3) 1,272(8.2) 2,173(70.8) 2,773(27.6) 3,286(18.5) 3,961(20.5) 5,013(26.6)

자금이체서비스 25(78.6) 23(△8.0) 58(152.2) 387 (567.2) 556(43.7) 764(37.2) 987(29.2) 1,269(28.6)

합 계 1,131(3.3) 1,199(6.0) 1,330(10.9) 2,560 (92.5) 3,329(30.0) 4,049(21.6) 4,947(22.2) 6,281(27.0)

<표 2-3-27>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 천건, %

*(  )내는전분기말월대비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인터넷 무선단말기 ARS 휴대폰 기타 계

2000년 92.1 3.9 2.7 0.8 0.6 100.0

2001년 94.3 2.9 2.2 0.4 0.1 100.0

2002년 95.0 2.7 1.9 0.3 0.1 100.0

2003년 95.2 2.4 2.0 0.3 0.1 100.0

<표 2-3-29> 거래채널별 온라인 주식거래 비중 단위 : %

자료 : 2003년온라인증권거래실적분석, 증권업협회, 2004.2.



터시험가동중이며, 이를통해개인간계좌이체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납부 및 공과금 납부서비스도 제공

할예정이다. 

나. 증권

증권사의 온라인증권거래는 1997년 4월 증권거래

법의 개정으로 전자통신에 의한 주식거래가 허용됨으

로써 정식으로 도입되어 1999년부터 시작된 증시활

황과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계기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1998년말 23만개이던 온라인계좌

수는2003년말 566만개로25배가량증가하 고, 거

래량에 있어서도 온라인 증권거래가 전체 증권거래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 1.9%에서 2001년

52.3%로 크게 증가하 으며 이후 계속 50%를 상회

하고 있다. 2004년 2사분기의 경우 온라인 증권거래

규모는1,054조로, 전체증권거래의58.5%를차지하

는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 증권거래는 일반거래에 비해 거래수수료가

저렴하며, 상대적으로 시간·공간적 제약이 없어 매

매 시기 포착에 유리하고, 풍부한 실시각 투자정보를

얻을수있는등많은장점을가지고있다.

한편 2003년 온라인 주식거래의 채널별 비중은 인

터넷을 통한 거래가 전체의 95.2%로서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무선단말기 2.4%, ARS

2.0%, 휴대폰0.3%, 기타0.1%이다.

(1) 인터넷트레이딩

인터넷트레이딩은고객이인터넷을통해각종시세

등의정보를입수하고주식매매, 청약등을할수있는

서비스이다. 인터넷트레이딩은전용프로그램을이용

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증권회사와 거래를 하는 홈트

레이딩(HTS: Home Trading Service) 방식과 웹 브

라우저를 이용해 증권회사와 거래를 하는 웹트레이딩

(WTS : Web Trading Service) 방식이있다.

홈트레이딩 방식은 2003년말 현재 33개 증권사에

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고객수는 466만

명, 연중 실이용고객수는 167만명 정도이다. 2003년

중이용실적은52억4,215만건이며, 그중주식매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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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실시기관수
등록고객수 실이용고객수 이용실적

(연말) (연중) (연중) 각종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주문 기 타

2002년 30 3,437 1,522 5,073,756 4,701,039<92.7> 3,898<0.1> 339,502<6.7> 29,317<0.6>

2003년 33 4,662(35.6) 1,666(9.5) 5,242,146(3.3) 4,668,190(89.1) 4,519<0.1> 521,506<9.9> 47,931<0.9>

<표 2-3-30> 홈트레이딩 방식 이용 현황 단위 : 개, 천 명, 천 건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  >내는전체건수에대한비중(%)

연말 실시기관수
등록고객수 실이용고객수 이용실적

(연말) (연중) (연중) 각종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주문 기 타

2002년 28 4,041 1,112 441,703 392,896<89.0> 406<0.1> 48,081<10.9> 320

2003년 25 4,223<4.5> 936<△15.6> 106,334<△75.9> 90,045<84.7> 390<0.4> 15,694<14.9> 5<0.0>

<표 2-3-31> 웹트레이딩 방식 이용 현황 단위 : 개, 천 명, 천 건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  >내는전체건수에대한비중(%)

연말
실이용고객수 이용실적

(연중) (연중) 각종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주문 기 타

2002년 179 78,994 57,861<73.2> 9<0.0> 11,668<14.8> 9,456<12.0>

2003년 213(18.7) 176,713(123.7) 84,643<47.9> 277<0.2> 83,370<47.2> 8,423<4.8>

<표 2-3-32> 모바일 트레이딩 이용 현황 단위 : 개, 천 명, 천 건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  >내는전체건수에대한비중(%)



문은5억2,151만건으로전체의9.9%를차지하 다. 

웹트레이딩 방식은 2003년말 현재 25개 증권사에

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고객수는 422만

명, 연중 실이용고객수는 94만명, 연중 이용실적은 1

억633만건으로나타났다.

(2) 모바일트레이딩

모바일 트레이딩(Mobile Trading)은 전용단말기,

휴대폰이나PDA 등간편하게이동할수있는매체를

이용하는 증권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2003년말 현재

26개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연중 실이용고객

수는 21만명, 이용실적은 1억 7,671만건으로 전년에

비해크게증가하 다. 

다. 보험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 서비스는 PC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보험업무를처리하는 인터넷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등을 포괄한다. 보험 부문은

보험계약의 장기성, 보장내용 및 보험료 체계의 복잡

성 등으로 인해 상품의 표준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편이다. 2004년 2사

분기중 25개 보험회사의 인터넷 보험계약체결건수는

11만8,000건으로, 전체 보험계약체결 건수(1,200만

건) 대비1.0%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최근에는상품설계의표준화가비교적용이

한 자동자보험을 시작으로 인터넷 보험 서비스 이용

이점차확대되고있다. 특히 2004년 6월부터는모든

인터넷 보험 상품에 대해 표준약관이 의무적으로 적

용하게 되어 인터넷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강화되었고, 보험개발원이 2004년 2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보험종목별로 평균 6.4%에 이르는

등향후인터넷보험은점차증가할것으로보인다.

현재보험사들이제공하는대표적인전자금융서비

스로는 인터넷 마케팅이 있으며, 이는 인터넷을 이용

하여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정

보제공, 마케팅,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관련 서류의

전송, 소비자보호업무등을일괄적으로수행하는서

비스를말한다.

2003년말현재16개생명보험회사및12개손해보

험회사가 인터넷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고객수는1,354만명에이르고있다. 연중실이용

고객수는353만명, 이용실적은6,796만건이며, 이중

보험및대출체결건수는197만건으로전체이용건수

의2.9%를차지하 다.  

4. 전자상거래 관련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가. B2C

B2C 전자상거래에서주로사용되는결제수단은신

용카드와 계좌이체이며, 최근 소액 거래를 중심으로

전자화폐가 사용되기도 한다. 2004년 7월 현재 온라

인 신용카드가 6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계좌이체가27.9%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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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3년 2004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7월 5월 6월 7월 증 감 증 감

신용카드 74.5 69.2 68.2 68.1 -0.1 -6.4 

계좌이체 22.3 27.0 28.1 27.9 -0.2 5.6 

전자화폐 1.5 1.2 1.3 1.3 0.0 -0.2 

기 타 1.7 2.6 2.4 2.7 0.3 1.0 

계 100.0 100.0 100.0 100.0 

<표 2-3-34> 온라인 쇼핑의 결제수단별 거래액 구성비 단위 : %, %p

자료 :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결과, 통계청, 2004.9.

연말 실시기관수
등록고객수 실이용고객수 이용실적

(연말) (연중) (연중) 각종조회 자금이체 보험체결 대출체결 기타

2002년 27 7,253 2,887 37,037 34,980<94.4> 267<0.7> 571<1.5> 567<1.5> 651<1.8>

2003년 28 13,536(86.6) 3,534(22.4) 67,963(83.5) 64,570<95.0> 503<0.7> 1,165<1.7> 804<1.2> 921<1.4>

<표 2-3-33> 보험회사 인터넷 마케팅 이용 현황 단위 : 개, 천 명, 천 건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  >내는전체건수에대한비중(%)



(1)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B2C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결제수단이다. 2004년도 2사분기중 23개 카

드사(겸업17개, 전업6개사)의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건수는 전분기(35백만건)보다 7.0% 증가한 3,800만

건으로, 전체신용카드거래건수의6.1% 수준으로나

타났다.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같

은기간중전체신용카드거래금액은94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6.6조원(6.5%) 감소하 으나 온라인 신용

카드 이용금액은 19.3조원으로 전분기(18.4조원)보

다9,000억원(4.9%) 증가하여인터넷쇼핑등온라인

에서의 신용카드 이용은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

로나타났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해 승인요청 및 통보가 이루어

지며,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PG)이 거래

관련 대금내용을 신용카드사에 송부하면, 신용카드사

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은행에 입금하고 입금

내역을중계시스템에통보한다. 

(2) 계좌이체

계좌이체역시B2C 전자상거래의주요결제수단이

다. 계좌이체를이용하는경우고객이인터넷등을이

용하여 쇼핑몰에 접속한 후 상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주문정보 및 결제정보를 쇼핑몰로 전송하면, 쇼핑몰

은 결제정보를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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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신용카드의 거래흐름

인터넷쇼핑몰

⑤거래승인통보

⑧입금내역통지

③승인요청

⑥대금내용전송

④승인통보

②거래승인요청

⑤거래승인통보

PG

①상품
검색/주문

고객

⑦입금

쇼핑몰
거래은행

신용
카드사

<그림 2-3-12> 계좌이체 거래흐름

인터넷쇼핑몰

②결제정보 ⑦입금지시

⑧입금통보

③결제정보, 출금지시

④출금결과통보

⑤출금결과통보

PG

①상품주문/
계좌이체정보

⑥주문결과
(출금결과)

고객

쇼핑몰
거래은행

신용
카드사



전송한다. 이 중계시스템에서는 고객의 거래은행 앞

으로 출금지시 전문을 발송하고, 고객의 거래은행은

실시간으로 구매대금을 출금한 후 출금결과를중계시

스템에 전송한다. 이후 중계시스템은 출금결과를 쇼

핑몰로 전송하는데, 이때 고객은 실시간으로 출금결

과를확인할수있다. 

중계시스템은 구매거래 다음날 은행 업 개시시

간 이전에 쇼핑몰 거래계좌로 결제대금이 입금될 수

있도록 쇼핑몰 거래은행 앞으로 입금지시 전문을 전

송한다. 이 입금지시에 따라 쇼핑몰 거래은행은 구매

거래 다음날 업개시 이전에 결제대금을 쇼핑몰 계

좌로 입금하고, 중계시스템으로 입금결과를 통보한

다.  

(3) 전자화폐

전자화폐(Electronic Money)는 IC카드, 컴퓨터 등

에 전자적으로 저장된 화폐적 가치(monetary value)

로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대금결제에 사용될 수 있

는지급결제수단이다. 

전자화폐의유형은가치저장매체에따라 IC카드형

과 네트워크형으로 구분된다. IC카드형은 기존의 플

라스틱 카드에 IC칩을 내장하여 동 칩에 화폐적 가치

를 저장하 다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가맹

점용단말기, PC용단말기 등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

는 형태의 전자화폐로, 국내에는 K-Cash, Mondex,

VisaCash, MYbi, A-CASH 등5종류가있다.

네트워크형은 공중망의 가상계좌나 공중망과 연결

된 사용자의 PC, 휴대폰 등에 전자기호로 화폐적 가

치를 저장하 다가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구

매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전자화폐이다. 현재 국내

에서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거의 발행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IC카드형 전자화폐가 네트워크 상

에서지급결제수단으로사용되고있기도하다.

2004년6월말현재5개전자화폐의발급매수및발

행잔액은 각각 568만매, 92억원이며, 2004년 6월중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은 각각 1,460만건, 105억원이

다. 아직가맹점확보, 카드발급등인프라구축이부

진하여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나, 향

후 대량 소비시장인 교통분야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

에서의 사용이 본격화될 경우 보급이 급속히 확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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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12월 2003년6월 2003년12월 2004년6월

발급매수 발급잔액 발급매수 발급잔액 발급매수 발급잔액 발급매수 발급잔액

3,569 3,132 4,155 7,641 5,008 8,172 5,676 9,240

(16.4) (144.0) (40.3) (160.9) (13.3) (13.1)

<49.4> <279.0> <40.3> <160.9> <36.6> <20.9>

이용건수 이용금액 이용건수 이용금액 이용건수 이용금액 이용건수 이용금액

12,357 7,630 15,123 10,879 16,216 11,558 14,591 10,452

(22.4) (42.6) (31.2) (51.5) (-10.0) (-9.6)

<70.0> <122.8> <31.2> <51.5> <-3.5> <-3.9>

<표 2-3-36> 전자화폐 발급 및 이용현황 단위 : 천매, 천 건, 백만원, % 

*(  )내는전년말대비증감률, <  >내는전년동월말대비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전자화폐 최초발행 사업자(시스템운 자) 발행기관

K-Cash 2000년7월 금융결제원 조흥·우리·제일·국민·외환·신한·한미·하나·기업·대구은행, 농협, 삼성카드(12개기관)

Mondex 2000년6월 몬덱스코리아 조흥·우리·국민은행, 농협, 삼성·LG카드(6개기관)

MYbi 2000년9월 (주)마이비 부산·경남·국민·광주은행, 농협, 삼성·LG카드(7개기관)

A-CASH 2000년12월 에이캐시(주) 삼성·LG카드(2개기관)

VisaCash 2001년5월 비자캐시코리아 한미·하나·국민·우리·외환은행, 삼성·LG카드(7개기관)

<표 2-3-35> 전자화폐 사업자 및 발행기관 현황(2004. 6월말 현재)



가능성이크다. 

(4) 기타

이 외에도 B2C 거래에서는 다양한 결제수단들이

사용되고있다. 그중가장널리사용되는방식은전화

를 이용한 휴대전화합산 지불방식과 일반전화 합산

지불방식인 폰빌(phone bill)1)이다. 휴대전화합산 지

불방식은 결제대금을휴대전화 요금에 합산하여 납부

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이용자가 결제승인 신청을

하면 해당 이동통신사로부터 승인번호가 부여된다.

이용자는 이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최종 결제를 승인

받는다. 반면 폰빌은 사용자가 결제승인 신청을 하면

통신사로부터 동 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와 본인확인

등을거친후에최종승인되는방식이다. 

이러한전화를이용한결제방식은주로신용카드를

발급받을수없는청소년등에의해온라인컨텐츠구

매 등의 소액결제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신상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고 후불방식이라는 장점도

있어점차이용이증대되고있다.

이외에도KT, 하나로통신등통신업체에납부하는

통신료에 정보이용료 등이 합산되어 결제되는 ID 결

제방식도 소액 컨텐츠 구매를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

다. 

나. B2B

우리나라의 B2B 전자지급결제는 어음제도의 부작

용을 줄이고 중소기업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등의 결제방식을 중심으로 발전하

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지급결제수단은 판매기업

과 구매기업이 동일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서비

스이용이가능하다는단점을지니고있다. 따라서최

근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광범위하

게 B2B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외상매

출채권이개발되어점차이용이확대되고있다.

(1) 구매전용카드

1999년11월부터도입되기시작한구매전용카드는

물품구매를 위한 일종의 신용카드로, 결제처리 절차

도 신용카드와 유사하다. 구매기업은 동 카드를 이용

하여 물품구매를 한 후 지정결제일에 결제하고, 판매

기업은 카드발급은행에 매출전표를 매입의뢰하여 판

매대금을조기에회수할수있다. 이를위하여판매기

업은 해당은행과 가맹점 약정을, 구매기업은 카드회

원약정을체결하여야한다. 

구매전용카드는 어음결제에 비하여 구매절차가 간

소화되어 경비절감 효과가 있는 데다, 어음제도와 같

은지급유예의기능도지니고있다. 뿐만아니라물품

구매와 관련한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류 및 장

부정리 자동화의 효과까지도 있다. 현재 구매전용카

드는 대체로 주류, 의약품, 통신요금, 우편요금 등 업

종별로도입되고있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도입후이용이빠르게확산되

어 2002년에는 이용실적이 92조1,000억원에 이르

으나, 2003년에는 카드사 조달금리 상승 및 유동성

확보 곤란 등에 따른 일부 카드사의 사업철수 등으로

인해70조7,000억원으로감소하 다.

(2) 기업구매자금대출

2000년 5월 도입된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기업

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결제하는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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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폰빌(phone bill)은원래일반전화합산지불방식을의미하지만최근넓은의미에서휴대전화합산지불방식이포함되기도한다.

<그림 2-3-13> 구매전용카드 결제과정

은행또는
신용카드사

가맹점
(판매기업)

회원기업
(구매기업)

①카드발급④대금청구

⑥대금결제⑤대금지급

②물품납품

③카드결제



매기업이 물품을 납품한 후 지급은행(구매기업 거래

은행) 앞으로‘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지

급은행이 구매기업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결제해주는

방식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실적은 2001년 25조7,000

억원에서 2003년 45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기업

간상거래대금결제수단으로빠르게정착되고있다.

(3)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2001년 2월도입된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

출은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담보로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하고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제도로, 판매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

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거래은행에 담보로 제공

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거래은행은 납품내역 확인 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며, 구매기업은

일정기일 경과 후 물품구매대금을거래은행에 납부하

여판매업체의대출금을대신상환하게된다. 

이러한 상거래대금 결제는 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절차가 통신전용선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실적은 2001년에 4조5,000억원에 머물 으나,

2003년에는33조1,000억원으로크게증가하 다.

한편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

출채권담보대출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상업어음할인

실적 대비 어음대체 결제수단 이용실적 비율은 2002

년230%에서2003년269%로상승하 다.

(4) 전자외상매출채권

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

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의거래

은행이 동일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은행

간 호환성이 없어 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못하

는단점이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도입

된것이전자외상매출채권이다.

전자외상매출채권(약칭‘전자채권’)은 현재 기업

간 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표의 지급기능

과 어음의 신용공여 기능을 혼합한 전자적인 형태의

새로운 금융·결제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3월부터제공되기시작하 다.

구매기업이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판매기업

을 채권자로 지정, 전자증서인 전자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지급하면, 판매기업은동채권을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만기 전에 이를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받아현금화할수있다. 동채권은은행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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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5>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결제과정

은행

구매기업 판매기업

④대출⑤납품대금
지급

③대출신청②납품내역
전송

①납품

<그림 2-3-14> 인터넷을 통한 기업구매자금대출 결제과정

지급은행
(구매기업거래은행)

구매기업 구매기업

⑤대금지급
(D+37일이내)

④구매자금융자
및대금결제

(D+36일이내) ②판매대금
추심의뢰서

(D+30일이내)
③대금청구

①물품납품(D일)

2001년 2002년 2003년

기업구매전용카드(C) 374,754 920,684 706,639

기업구매자금대출(A) 257,509 373,710 449,742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 44,830 168,986 330,532

어음대체결제수단(A+B+C) 677,093 1,463,380 1,486,913

*상업어음할인(D) 749,315 636,763 552,315

(A+B+C)/D 90.4 229.8 269.2

<표2-3-37> 어음대체결제수단및이용추이(신규결제기준)단위: 억원,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예금은행, 중소기업기준



여부에따라보증·무보증채권으로구분된다. 

전자채권은 발행기업별 발행한도가 구매기업 거래

은행에 의해 등록 관리되므로 남발을 방지할 수 있으

며, 180일 이내로 만기가 제한되어 장기화로 인한 결

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제 3자에 대한 양도는

불가하지만, 동 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만

기전에현금화할수있다.  

전자채권서비스의실시로전자상거래의활성화, 결

제방식의 전자화 및 기업 결제관행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즉 물품매매와 대금결제를 자동 연계 처리

토록함으로써완결된형태의전자상거래가구현되고,

신용공여기능제공등을통해전자채권에대한기업의

수용도를 높이도록 하 다. 이와 함께 어음·수표 등

장표 위주의 결제방식을 전자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실물장표의 발행·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하고 기

업간거래의투명성을높이는데기여할것이다.

전자채권의 이용절차는 <그림 2-3-16>와 같다. 판

매기업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구매기업은 전자서

명을 첨부하여 거래은행 앞으로 전자채권의 발행을

신청하고 거래은행은 이를 확인한 후 동 채권을 발행

하여 중앙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등록을 요청한다.

금융결제원은 기업별 약정내용(사업자번호, 채권발행

한도 등)과 함께 발행은행이 전송한 건별 채권발행내

역을 전자채권등록원장에 집중 등록하는 한편, 이를

판매기업의거래은행인보관은행에통보한다. 

상기 채권의 만기(발행일로부터 최장 180일 이내)

가 도래하면, 금융결제원은 동 내역을 구매·판매기

업 거래은행 앞으로 각각 통지하여 채권 결제에 필요

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은행

간 자금결제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정을통

한은행간차액결제방식을이용한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은서비스도입초기인2002년에

는 4,000억원발행에그쳤으나, 참여기관이늘어나면

서 2004년 상반기중 1조 3,000억원 규모의 발행 실

적을보이고있다.

다. G2B

정부와기업간(G2B : Government-to-Business)

전자결제시스템은 국가전자조달업무 중 지급결제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

다. 동 시스템은 구매요청에서부터 대금지급까지의

모든 국가 조달행정 절차를 온라인화하여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의 모든 사용자에게 창구단일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일부를구성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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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6> 전자외상매출채권 업무흐름도(채권발행 및 담보대출의 경우)

발행은행 보관은행중앙관리기관
(금융결제원)

③납품

전자상거래

①매매계약체결

⑤채권발
행대행

⑥채권등록의뢰

④채권발행신청 ②계약내용통보 ⑨대출신청 ⑩대출

⑦채권등록

⑧채권발행통보

⑤거래승인통보

구매기업 e-마켓플레이스 판매기업

채권등록원장

2002년 2003년 2004년상반기

전자채권발행건수 9,774 36,229 26,789

전자채권발행금액 4,431 18,937 12,788

<표 2-3-38> 전자외상매출채권 이용실적 단위 : 건, 억 원

자료 : 한국은행



G2B 전자결제시스템의대상업무로는공공기관집

금계좌등록, 입찰수수료및보증금납부, 납품대금지

급 등이 있으며, 2004년 6월 현재 입찰수수료 및 보

증금 납부 업무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국내은

행을통해이용할수있다. 

입찰 수수료·보증금 납부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PG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납부대금 지급 서비스

는B2B 시스템을통해이루어진다. 따라서이에수반

되는 은행 간 자금결제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

금계정을통한은행간차액결제방식이이용된다. 

5. 전자금융 관련 주요과제

전자금융의발달은금융시장과서비스는물론서비

스이용자들에게도많은 향을미치고있다. 한번의

클릭으로 보다 경쟁력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다른 금

융기관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전자금융의 특성 상 금융

기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한편으로는 금융시

장의 통합 역시 가속화될 수 있다. 또한 계속적인 지

급결제 수단의 발전과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은 이

용자들의 효용을 현격하게 증대시키는 한편, 금융거

래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대폭 낮춤으로써전반적인

사회적편익을높일수있을것이다. 

하지만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 확산은 금융거래의

안전성에 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금융거래관련 정보

가 전자방식으로 저장되고 관리됨에 따라 위·변조를

통한 각종 금융사기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전자금

융거래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금융사기인

‘피싱(Phishing)’2)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이를 이

용한 금융관련 범죄의 발생가능성이 종전의 대면거래

시보다한층커졌다. 따라서전자방식금융거래는전자

서명, 공인인증 및 각종 보안장치 등 금융거래의 안전

성을뒷받침할수있는인프라의마련이필수적이다. 

전자금융의 또 다른 특성 가운데 하나는 업무의 집

중화라고할수있다. 기존창구중심의업무가전자방

식으로 처리되면서 전자적 데이터들이 전산센터등으

로집중되어처리되고있다. 따라서전산망등에장애

가발생했을경우, 모든금융거래가중지되는대형사

고가발생할수도있다. 그러므로각금융기관별로백

업센터를 두는 등 재해복구시스템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나아가 BCP(Business Continuity Plan

ning)의수립등금융업무의연속성을위한장치마련

이필요하다.

이러한 전자금융의 서비스 및 업무에 뒤따르는 문

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외에도 전자금융의 발전

에 따라 효율적이고 건전한 금융시장을 조성할 수 있

는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다. 특히 최근 전자금융거

래의 급속한 확산과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

단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법규만으로는전자금융거래

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전자금융업의 활성화를도모

하는데한계가있다. 그러므로‘전자금융거래법(안)’

등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

절차, 사고발생시책임분담등법률관계를명확하게

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규제등을정비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전자금융은업무의특성상서비스의이

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용자들의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대표적인네트워크재화(network goods)라고할

수있다. 따라서전자금융으로인한혜택이최대한이

용자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전자금융서비스, 전자금융네트워크등이

일관된 포맷을 가지는 이른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

다. 예를들어각금융기관마다다른메시지를사용하

여 금융정보를 송신하고 서로 다른 전자인증 방식 등

을채택한다면, 전자금융서비스이용자들은금융기관

간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별도의장치를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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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게하여정보를빼내는신종사기수법



또한서비스제공자의입장에서도불필요한중복투

자가 이루어지는 등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금융기관간경쟁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표준화 작업은 전자

금융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있다.

전자금융의 발달은 앞으로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을 파생시킬 것이다. 전자금융의 발전

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

으로대처해야하며, 이를위해금융기관은물론정책

당국 및 서비스 이용자들의 협조와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것이다.

제 5절 e-러닝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m-러닝(mobile learning), T-러닝(TV learning), u-

러닝(ubiquitous learning) 등 여러 형태의 e-러닝이

시도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시공간을 초월하여 휴대

하기편하고협력학습을수행할수있는장점들을가

지고 학습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

러닝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양질의 컨텐츠

가 부족하고, 앞서 개발된 컨텐츠의 재사용이 어렵다

는것이다. 이는‘컨텐츠의위기’, 나아가e-러닝의위

기로이어진다. 

e-러닝이란‘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방송

기술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여기에서는 e-

러닝 시장규모 및 산업의 동향과 아울러 e-러닝 정책

방향에대해살펴보았다. 

1. e-러닝 산업 동향 및 추세

가. 국내 동향

(1) 시장규모및전망

국내 e-러닝 시장은 교육 컨텐츠 시장의 부진과 중

소업체 간의 경쟁으로 2002~2003년 기간에 약

20% 정도의 성장율을 보 으나, 2004년 EBS를 통

한 수능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시장 규모가 2조

4,000억원으로추산된다. 

그러나e-러닝산업의구성이아직까지중등교육특

히, 수능 관련 분야와 각종 어 인증 시험을 비롯한

자격증관련분야에치우쳐있어, 외국에서기업의기

술인력재교육에e-러닝을적극활용하고있는것과는

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이런 구조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발전 잠재력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탄한하드웨어인프라를기반으로e-러닝을쉽게확

산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EIU(Economist In

telligence Unit)의 2004년 국가별 e-러닝 준비도 평

가 자료에서도 우리나라는 스위덴, 캐나다, 미국, 핀

란드에이어5위의e-러닝준비도를갖춘것으로나타

났다. 

최근 들어 정부 각 부처에서도‘e-러닝산업발전법’

과같은각종관련법령을만들어성장의토대를다지

고 있으며,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하여 공공 교육

기관과 더불어 인력 재교육 등의 사업 시행을 계획하

고있다. 

(2) e-러닝업계동향

국내 e-러닝 컨텐츠 및 솔루션 업계는 400개 정도

이며, 온라인교육서비스업체까지포함하면1000개

이상업체로추정된다. 

e-러닝 서비스 형태는 주로 중등교육(수능 관련)과

어학교육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여기에 기업

교육 분야가 더해져 있다. e-러닝 업체는 중소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업체의 성장 및 소멸의 변화가

빠르게일어난다. 

가장 업체가 많은 컨텐츠 분야 e-러닝 업체의 주된

역할은 지식 정보의 디지털화 작업이며, 디유넷, 대

교, 아이빌소프트등약300개업체가있다. 

솔루션분야의업체는e-러닝서비스를위한하드웨

어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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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오피아, 한국IBM, 한국HP 등을포함하여100개

업체가존재한다. 컨텐츠업체와솔루션업체는두가

지사업모두하는경우가많아실제로정확하게구분

하기는어렵다. 

서비스업체의경우EBSi가수능요인에힘입어많

은 회원을 보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학

및자격교육분야에서는YBM시사닷컴과윈 리시,

삼성SDS 멀티캠퍼스등이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3) 대학및평생교육현황

대학교육에서 e-러닝의 활용은 사이버 대학을 통하

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4년 현재 11개

학교법인, 4개의 컨소시엄형 재단법인, 2개의 재단법

인에서사이버대학을운 하고있다. 

급속히발전하는정보화사회에서공무원의정보화

관련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평생교육사회를구현하

기 위하여 정부 및 민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연수원을운 하고있다. 설립및운 되고있는원격

교육연수원의현황은<표2-3-42>와같다.

(4) 정부부처의정책및운 현황

2003년까지 정부는 각 부처별로 e-러닝 관련 법규

를 마련하고 제도를 운 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지원

및구성은부족하 다. 이에 e-러닝산업의범부처적

인 육성을 위해 온라인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위원회

의 분과위로 사이버교육분과위원회를 2003년 하반기

에 설치, 구성하고, e-러닝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e-

러닝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부 부처는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이

며, 이외에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각종 연수원등이 e-

러닝활성화에참여하고있다. 

산업자원부는 2002년부터 한국e-러닝산업협회, e-

러닝지원센터 등을 조직하고, 2003년 9월 ISO/SC

36 e-러닝 표준화 국제회의, 2003년 10월 ASEM e-

러닝세미나등의행사를진행하 다. 또한 2004년 1

월 8일 e-러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법, 제도 개선

등e-러닝산업기반구축에힘을쏟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사이버 대학교 사업, 한

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지원 사업을 e-러닝 사업

으로진행해왔다. 특히2004년2월14일교육인적자

원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EBS 방송을

중심으로한e-러닝사업의수행으로중등교육에서e-

러닝활성화의기점을마련하 다. 

정보통신부는 2004년 2월19일 디지털컨텐츠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컨텐츠 산업기반 조성

과 유통 활성화 및 핵심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앞

장서고있다. 

노동부는 인터넷통신훈련제도(근로자직업촉진법)

를마련하고, 2004년 2월기업 e-러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e-러닝 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업체, e-러

닝도입예정기업, e-러닝연구기관및학교를대상으

로e-러닝공모를실시하 다. 

행정자치부도 2001년부터 공무원사이버교육을 기

점으로 원격교육과 교육 컨텐츠 개발확산을 위하여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을시행하고있다. 

나. 해외 동향

(1) 시장규모및전망

e-러닝 산업 세계 시장 규모는 2003년 91억 달러,

2004년 130억달러에이어, 2006년에는240억달러

이상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외 각국의 움직임도 활발한데, 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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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온라인학습 ICT 기반학습 방송학습 총

금액 1,500,000 1,000,000 1,000,000 3,500,000

<표 2-3-39> 2004 e-러닝 산업 시장 규모 단위 : 백만원

자료 : 2004년 e-러닝시장전망, 한국사이버교육학회.

설립연도
설립구분계

시,도교육청 대학 민간

2000 2 14 5 21

2001 12 17 10 39

2002 15 18 17 50

2003 17 17 18 52

<표 2-3-40> 원격 연수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자료 : KERIS 이슈리포트, e-러닝시리즈 2004. 02. 



경우 STARS(Superhighway Teams Across Rural

Schools)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e-러닝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백악관과 국방성의 주도로 ADL

(Advanced Distributed Learning)을 조직하여 e-러

닝의국가적확산및이용을촉진하고있다. 

한편 가장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EU는 지식 확산

및 교육개혁을 위해 e-러닝을 활용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경우e-Japan 전략하에경제산업성이e-러닝

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2000년4월ALIC를조직하

여e-러닝발전과이용활성화에노력하고있다. 

e-러닝의 기업 활용에 대한 가트너 그룹의 자료를

참조하면2009년경에는기업의핵심기능60% 이상

에서e-러닝요소를포함할것이라고예상하고있다. 

일본의 e-러닝 시장 현황의 고찰을 기본으로 해외

e-러닝시장의발전추세를살펴보면, 다음과같이정

리할수있다. 

·향후대기업의 e-러닝관심과사용이증가한다. 2000년대초

까지만해도대기업에서e-러닝은소개정도의수준에서머물

다. 미국의 전자상품 전문시장인 Circuit City의 활용 사례와

2003년전년대비30% 이상을보이고있는일본대기업의 e-

러닝소개와활용실태를볼때, 향후에도대기업의e-러닝에대

한관심과활용이높아질것으로판단된다. 기업에서는다양한

기술변화의추세에맞추어직원재교육에 e-러닝을효율적으로

사용할수있다.

·정부의지원과관심이증대하고정부주도사업이활발히진행

된다. 앞서 언급한 국내 현황과 외국 현황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있듯이향후 e-러닝 사업은정부및공공부문의주도하에

많은사업이펼쳐질예정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e-러닝이 진화한다. 향후 e-러닝은 정보

기기발전과더불어각종정보기기를지원하는유비쿼터스환경

을위한e-러닝으로진화할것이다. 이에따라기존의컨텐츠를

다양한기기에맞게변환하는컨텐츠변환관련기술에대한연

구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e-러닝 성공의열쇠는다양하고수준높은컨텐츠이다. 앞으로

e-러닝이성공하기위해서는사용자의요구에맞는다양한컨텐

츠의활발한생산이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기존의컨텐츠

를재활용할수있는기술과컨텐츠제작을위한표준기술이요

구된다. 컨텐츠표준을위해서는ADL의SCORM이컨텐츠표

준모델로확산될것으로기대된다.

(2) 해외대학 e-러닝활용사례및기업현황

미국의 경우는 피닉스대학에서 이미 1976년에 학

위 과정을 설립하여 현재 30만명 이상이 등록하여 온

라인 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존스 인터내셔널 대학

교(Jones International Univ)에서는 e-러닝을 전문

인력의재교육에활용하고있다. 또 1997년 7월에미

국 서부 18개주 연합 원격 교육기관인 WGU가 설립

되어 e-러닝의활용에적극동참하고있다. 국의경

우는 OPEN Univ에서 석박사 학위과정과 성인 대상

평생교육에e-러닝을활용하고있다. 

해외주요e-러닝기업으로는e-러닝저작툴과교육

관리시스템등의기술부분과더불어기업인트라넷,

웹 포털, 고등교육기관에 필요한 IT와 소프트웨어 기

능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클릭투런(Click2learn)과

1984년에 설립하여 e-러닝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온라인 세미나, 전문가 지도 이벤트, 백서

제작등다양한웹기반교육환경제공과B2B 비즈니

스를주로수행하는스마트포스(SmartForce)가대표

적이다. 이외에도 스킬소프트(SkillSoft), 헤드라이트

(Headlight) 등의 기업들이 e-러닝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2. e-러닝산업 실태조사 현황

가.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우리나라 e-러닝산업의 시장규모를 정확

하게 파악하여 이-러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명시된

정부 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e-러닝산업에

종사하거나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사가 있는 산업계와

e-러닝산업의정책, 기술및표준등을연구하는학계

및연구계모든관련자들이참고로활용할수있게하

기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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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e-러닝산업실태조사의전체항목에대한보

다 상세한 결과가 필요할 경우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2004 e-러닝산업실태조사보고서’를참고하기바라

며, 본백서에서는중요내용을함축하 음을미리밝

혀둔다. 

(2) 조사내용

본조사는조사목적에충실하기위해e-러닝산업의

전체시장규모를조사하는것외에, 통계청에서실시

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와 유사한 조사 항목을 조사하

여 다른 산업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 다. 따라서

실태조사를 공급자 부문과 수요자 부문으로 나누어

일반사항, 시장과 업관련사항그리고인력의수요

공급과관련한항목등을조사하 다.

(3) 용어의정의

(가) e-러닝사업과e-러닝산업의정의

e-러닝사업이란쌍방향으로의사전달이가능하도록

설계되어정보통신온라인을통해교육, 훈련및학습

을제공하는업무와이를위한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교육 컨텐츠, 교육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다.

e-러닝산업이란 e-러닝사업자, 즉 컨텐츠 사업자,

솔루션 사업자, 서비스 사업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재화나 용역이라 표현됨)를 거래함으로써 형성

되는산업군을의미한다.

단, 본 조사에서는 방송서비스, 방송교육자료 제작

서비스 등 단방향의 정보제공 서비스와 같은 방송교

육서비스와e-러닝을구현하고서비스하기위해필요

한 교육용 서버, 교육용 개인컴퓨터 등의 하드웨어는

포함하지아니한다. 

(나) e-러닝사업자의정의

e-러닝사업자라함은e-러닝시스템을구축하는솔

루션 사업자와 교육용 컨텐츠를 e-러닝이 가능하도록

변환또는생성하는컨텐츠사업자, e-러닝을직접소

비자에게전달하는서비스사업자를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나 연

구기관 같은 단체,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

하여 교육하는 학교나 학원, 일반 기업의 사업자들로

나눌수있다.

컨텐츠사업은교육, 훈련그리고학습등의교육자

원을e-러닝에필요한디지털멀티미디어의파일형태

로새로이만들거나, 기존의자료를변형가공하는사

업, 그리고만들어진컨텐츠를제공하는사업, 저작도

구그리고저작소프트웨어부분품모두를포함한다.

솔루션 사업은 교육, 훈련, 학습 등이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교육 관리시스템(LMS)의 전부나 일부를

개발하거나, 고객에게직접개발납품하는사업, 교육

관리시스템의 전부 또는 부분품의 일부를 모두 포함

한다.

서비스 사업은 온라인으로 교육, 훈련, 학습 등을

쌍방향으로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기관에게 직접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나

눌수있다. 

·정규교육사업자 : 초등, 중등, 고등및대학교의학교, 대학교와

연계하여학위를주는사업자

·사설학원사업자 : 사설학원을운 하면서전부또는일부를 e-

러닝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

·일반기업사업자: 자가소유의또는임차한정보통신네트워크를

통하여기업체가교육, 훈련, 학습의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

(다) e-러닝인력의상세한정의

·교육기획자 : 기업 또는조직의경 철학및이념에따른교육

의기획, 또는교육목적을이룰수있는교육과정을기획하는

자

·교육컨설턴트 : 교육목표에맞는교육과정의설계와교육과정

의개발에관여하여자문을하여주는전문가

·컨텐츠전문가 : 교육과목(과정)에대한전문가. 예를들면 어

과목의컨텐츠전문가는 어교사, 경 학 과목의컨텐츠전문

가는경 학교수등으로설명이가능함

·교수 : 교육컨텐츠를학생에게가르치는자, 대부분의경우컨

텐츠전문가일가능성이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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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설계자 : 교육과목을e-러닝과정으로만드는과정에서사

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자로서컴퓨터와인간과의교육공학적인터페이스분야전문가

·컨텐츠개발자 : 교육자료를e-러닝구조에맞도록컨텐츠를개

발하는자로서예를들면 e-러닝교재제작참여자, 멀티미디어

컨텐츠제작자등을말함

·시스템개발자 : e-러닝을위한 LMS, LCMS, 또는솔루션및

그부분품의개발을위해컴퓨터프로그래밍에참여한기술인

력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및네트워크등모든분야의컴퓨

팅응용기술을포함함

·서비스운 자 : e-러닝시스템의운 과유지보수에참여하는

자로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및네트워크등e-러닝의모든컴

퓨팅환경을운 , 유지보수, 관리하는자와교육서비스과정의

운 관리요원을모두포함함

(4) 본조사결과의시장규모에관한활용

본조사는e-러닝산업에서e-러닝컨텐츠사업, e-러

닝솔루션사업그리고e-러닝서비스사업에대한공급

자의매출액과동일한부문에대하여수요자의e-러닝

지출액을 조사하 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네트워

크의 임대, 기업의 컴퓨터 등 하드웨어의 도입 및 방

송교육 서비스 시장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지 아니하

다.

그러나e-러닝산업발전법에서는방송교육과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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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본조사
방송 일반기업체

합계
서비스매출 컨텐츠제작 시스템유지 하드웨어구입

금액 1,298,484 60,000 383,500 356,800 509,900 2,608,684

<표 2-3-41> 2004년 e-러닝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방송및기업의하드웨어부분은추정치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협의의e-러닝 컨텐츠 243,521 287,498 339,420 400,719 473,089 558,529 659,400 778,487

솔루션 215,002 222,954 231,203 239,758 248,629 257,828 267,368 277,260

서비스 618,518 788,032 1,004,032 1,279,237 1,629,857 2,076,624 2,645,827 3,371,048

소계 1,077,041 1,298,484 1,574,655 1,919,714 2,351,575 2,892,981 3,572,595 4,426,795

방송교육 서비스 - 60,000 76,446 97,400 124,097 158,112 201,451 256,668

컨텐츠 - 383,500 452,760 534,529 631,064 745,035 879,588 1,038,442

시스템 - 356,800 370,002 383,692 397,888 412,610 427,877 443,708

소계 - 800,300 899,208 1,015,621 1,153,049 1,315,757 1,508,916 1,738,818

기업하드웨어구입 - 509,900 528,766 548,331 568,619 589,658 611,475 634,100

총계 - 2,608,684 3,002,619 3,483,666 4,073,443 4,798,396 5,692,986 6,799,713

<표 2-3-42> e-러닝 시장규모 예측 단위 : 백만원

*협의의 e-러닝연평균증가율(2004년˜2010년) : 19.23%
방송포함 e-러닝시장연평균증가율(2004년˜2010년) : 9.95%

e-러닝산업사업분야 주요사업자수 겸업사업자수 사업참여사업자수 겸업비율

컨텐츠사업 101 54 155 34.84

솔루션사업 68 80 148 54.05

정규교육사업자 34

서비스사업 사설학원사업자 19 52 141 36.88

일반기업사업자 36

합계 258 186 444 41.89

<표 2-3-43> e-러닝 사업자수 및 겸업 현황 단위 : 사업자수, %

*주요사업자 : 해당분야사업만하거나겸업사업인경우매출액이가장큰사업분야



산업, e-러닝을위한하드웨어를포함한시설비용, 그

리고 네트워크의 임대 및 이용 부문도 포함하고 있으

므로해당부문을추정한전체e-러닝시장규모는 <표

2-3-43>과같다.

한편, 연평균증가율을적용하여향후5년간e-러닝

시장규모를 예측해 보면, 2010년에는 방송교육과 하

드웨어구입부문을포함한전체e-러닝시장규모는6

조8,000억시장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나. e-러닝 공급시장 조사 결과

(1) 사업자일반현황

(가) e-러닝산업사업자수

국내 e-러닝산업의 총 사업자 수는 258개이며, 사

업자의 41.89%가 컨텐츠 사업, 솔루션 사업, 서비스

사업등3개사업부문을겸업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

었다. 여기에서의겸업이란e-러닝산업의여러사업부

문을 겸업하는 것을 의미하며, e-러닝 이외의 산업을

겸업하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나) 기업규모별e-러닝산업사업자수

컨텐츠와솔루션사업은대형정보통신사업자위주

의 대기업들이 100억 이상의 규모에 분포되어 있고,

중견 e-러닝 전문사업자들의 대부분은 10억~100억

사이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10억 이하의 세기업

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서비스사업은방송대와사이버대등의정규교육기

관으로 인하여 100억 이상의 사업자가 19개이나, 이

중 일반기업 사업자수는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다) 지역별e-러닝산업사업자수

e-러닝사업자 대부분의 사업자는 소재지를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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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억원미만 10 - 100억원 100억원이상 합계

컨텐츠사업 72,747 70,599 144,152 287,498

솔루션사업 74,640 47,840 100,474 222,954

서비스사업 59,845 128,359 599,828 788,032

<표 2-3-44> 매출액 규모별 e-러닝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겸업사업자포함

<그림 2-3-17> 매출액규모별 e-러닝사업자 수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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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8>  지역별 e-러닝사업자 수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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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9> e-러닝산업의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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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으며, 그 비중은 79.28%나 되어 서울집중이

매우큰사업형태를보이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2) e-러닝기업매출현황

(가) e-러닝산업의시장규모

e-러닝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3년에 1조770억원

이던 것이 2004년에는 1조2,985억원으로 성장하여

증가율이20.56%에이르 다.

솔루션분야는동일기간에2,150억원에서2,230억

원으로성장이둔화되어3.70%의증가를보이고있는

반면, 서비스사업은증가율이27.41%를보이고있다.

서비스 사업의 매출 비중 또한 2003년에는 57.43%,

2004년에는60.69%로증가세를보이고있다.

(나) 매출액규모별현황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억원 이상의 매출액

을기록하는사업자의매출총액이비중이큰반면, 10

억원 미만의 매출액규모에 있는 사업자는 많으나 매

출총액은적음을알수있다.

2004년도매출액규모별로사업자당평균매출액을

비교하면, 컨텐츠 사업은 약 18억원, 솔루션 사업은

약 15억원, 서비스 사업은 약 56억원을 기록했다. 특

히, 100억원이상인서비스사업의경우315억7,000

만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고, 10억원

미만의 e-러닝 매출액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자 당 평균매출액이 6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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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1> e-러닝산업 직무별 평균인력 단위 : 명

업직 사무직 기술연구직 기타

컨텐츠사업 솔루션사업 서비스사업
40

30

20

10

0

11.23

14.81

9.71

3.52 3.72 4.72

9.39
6.16

3.87

36.18 34.72

23.59

구분 컨텐츠사업 솔루션사업
서비스사업

합계
정규교육사업자 사설학원사업자 일반기업사업자

사업자총종사자수 19,835 13,857 9,572 1,147 2,685 47,096

e-러닝부문종사자수 6,092 3,428 2,421 379 928 13,248

구성비 30.71 24.74 25.29 33.04 34.56 28.13

<표 2-3-45> e-러닝산업 총 종사자 수 단위 : 명, %

<그림 2-3-20>e-러닝산업의 사업부문별 평균매출액 단위 : 백만원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컨텐츠사업 솔루션사업 서비스사업

1,855
1,506

5,589



를보이고있다.

(3) e-러닝산업인력현황

(가) e-러닝산업총종사자수

e-러닝사업자의총종사자수는4만7,096명이고, 그

중 e-러닝 부문 종사자 수는 1만3,248명이어서 e-러

닝사업자의 e-러닝 부문 인력 구성비가 28.1%인 것

으로조사되었다. 

컨텐츠 사업자의 총 종사자 수는 1만9,835명이며,

그중 e-러닝 부문의 종사자수는 6,092명으로 나타나

구성비는 30.7%를 나타내고 있으며, 솔루션 사업자

는 구성비가 24.7%인 것으로 조사되어 e-러닝인력

구성비가가장낮은사업부문으로조사되었다.

(나) e-러닝산업직무별평균인력

e-러닝산업 평균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는

161.62명이며, 컨텐츠 사업 60.32명, 솔루션 사업

59.41명, 서비스사업41.89명으로나타나컨텐츠사

업과 솔루션 사업은 비슷한 평균 보유인력을 가지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직무별로 살펴보면, 기술연구직> 업직>기타>사무

직순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기술연구직은 전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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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기획자/컨설턴트 교수/컨텐츠전문가 교수설계자/컨텐츠개발자 시스템개발자,서비스운 자 합 계

컨텐츠사업 1.75 1.8 3.43 3.4 10.38

솔루션사업 2.13 1.23 2.48 8.76 14.6

서비스사업 1.44 4.22 2.86 2.14 10.66

합 계 5.32 7.25 8.77 14.3 35.64

<표 2-3-46> e-러닝 사업별 필요인력의 수요 단위 : 명

<그림 2-3-22> 기술연구직 직종별 평균인력 단위 : 명

교육기획자/컨설턴트

컨텐츠사업 솔루션사업 서비스사업
25

20

15

10

5

0
0.96 0.930.63

교수/컨텐츠전문가

1.89
1.09

13.89

교수설계자

3.212.95
2.04

컨텐츠개발자

10.32

5.13
3.18

시스템개발자

17.49

22.43

2.34

서비스운 자

2.312.19 1.51

개발분야 평균건수 금액

직무 4.80 5,050.19

자격 3.67 5,342.18

외국어 4.80 8,373.48

마케팅 3.00 5,459.06

리더쉽 4.50 5,268.45

정보기술 5.89 4,816.08

기본소양 2.67 5,004.11

기타 31.17 6,384.44

<표 2-3-47> 컨텐츠사업자의 컨텐츠 개발 분야 단위 : 건수, 백만원

종류 금액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112,925

교육관리시스템 64,335

교육지원솔루션 6,982

평가관련솔루션 8,378

LCMS(Learning Content Management system) 52,646

<표 2-3-48> 강의 관련 시스템의 사업부문 매출 단위 : 백만원



인력의58.5%를차지하고있다.

(다) 기술연구직직종별평균인력

사업자별 기술연구직 인력현황을 보면, 컨텐츠 사

업자의 경우 시스템개발자 17.49명, 컨텐츠개발자

10.32명 순이며, 솔루션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는

각각시스템개발자와교수/컨텐츠전문가가60% 이상

을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라) e-러닝사업자필요인력수요

e-러닝 공급업체의 전체 필요인력 수요는 시스템개

발자, 서비스운 자 14.3명(40.1%) > 교수설계자/컨

텐츠개발자 8.77명(24.6%) > 교수/컨텐츠전문가

7.25명(20.3%) > 교육기획자/컨설턴트 5.32명

(14.9%) 순으로조사되었다. 

(4) 기타조사항목

(가) 컨텐츠사업자개발분야

컨텐츠개발분야로는IT 분야의평균건수(5.89건)가

가장높으며, 기본소양분야가가장낮고그외의다른

분야는평균3~4건으로비슷한현황을보이고있다.

(나) 솔루션사업자부문별매출

솔루션사업자들의솔루션별매출액을살펴보면, 강

의 관련시스템의 사업부문 매출에서 LMS(Learni ng

Management System)의매출액이1,129억원으로가

장높으며, 그외부문별솔루션중에서는교육지원솔

루션이69억8,000만원으로가장낮게조사되었다.

(다) 서비스사업자서비스종류별현황

코스 구축비용은 마케팅 관련 부분이 가장 높고 기

본소양부분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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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부문의시장규모인 1조2,985억과소비부문지출액합계가차이가
나는이유는수요부문조사시점이 2004년 11월현재이기때문임

<그림 2-3-23>  수요 부문별 e-러닝지출액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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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280,200

기업

824,300

정부

36,495

교육기관

13,442

구분 시스템구축 컨텐츠개발 외부위탁및교육비지원 기타 합계

정부및공공기관 금액 14,058 14,324 610 7,503 36,495

비율 38.52 39.25 1.67 20.56 100.00

기업 금액 124,811 226,462 223,736 249,291 824,300

비율 15.14 27.47 27.14 30.25 100.00

교육기관 금액 13,049 231 99 63 13,442

비율 97.07 1.72 0.74 0.47 100.00

<표 2-3-50> 도입 용도별 e-러닝 지출 단위 : 백만원, %

※기타의대부분은 e-러닝관련인건비임

구분 직무 자격 외국어 마케팅 리더쉽 정보기술 기본소양 기타

코스구축비용 16.00 14.00 13.00 22.67 18.50 15.90 13.00 16.08

평균이용자수 32,895 2,119 45,093. 4,832 529 1,3243. 5,637 10,802

코스평균이용금액(천원) 70 70 50 70 110 65 40 35

년총이용금액 2,303 148 2,255 338 58. 861. 226. 378

향후역점분야 32.14% 7.14% 3.57% 17.86% 17.86% 3.57% 3.57% 14.59% 

<표 2-3-49> 보유 서비스 종류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비스의이용자수는외국어관련, 직무관련부분이높

고, 리더쉽부분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코스의 평균 이용금액도 거의 10만원 이하이며, 리

더쉽의 경우에만 10만원이 조금 넘었다. 향후 역점분

야는 직무 관련 부문이 가장 높았고, 정보기술, 기본

소양부문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다. e-러닝 수요시장 조사 결과

(1) 일반현황

(가) 국내e-러닝수요시장

국내e-러닝수요시장은수요계층을크게일반개인

및 가구,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교육기관으로 구분

하 다. 부문별 수요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큰 부분은

기업수요자이며, 2004년 11말 현재 8,243억원으로

총 1조1,544억 원의 7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나) 수요부문별e-러닝지출내역

정부의 주요 교육비 지출은 컨텐츠 개발(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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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목적
자격획득 자질향상

학점등학교
기타

가족구성원구분 학습보충

직장인 37.14 54.28 5.72 2.86

학생 9.71 25.71 63.59 0.99

전업주부 25.00 50.00 0.00 25.00

<표 2-3-52> 가구의 e-러닝 이용 목적 단위 : %

월간소득 100만원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원이상 전체

이용하는비율(A) 7.14 24.39 24.46 41.99 62.71 35.67

이용하지않는비율100-(A) 92.86 75.61 75.54 58.01 37.29 64.33 

<표 2-3-51> 가구소득별 e-러닝 이용율 단위 : %

e-러닝교육비지출
50만원미만 50~100만원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만원이상

단점(상위5위)

집중력떨어짐 74.00 66.67 66.67 84.00 100.00

질문의불편 13.00 16.67 18.75 8.00 0.00

교육효과미흡 10.00 11.66 12.50 8.00 0.00

교육친화적이지못함 0.00 3.33 2.08 0.00 0.00

교육환경이안좋음 3.00 1.67 0.00 0.00 0.00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2-3-54> e-러닝 교육비 지출별 단점 유형 단위 : %

e-러닝교육비지출
50만원미만 50~100만원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만원이상 전체

장점(상위5위)

저렴한비용 26.67 26.47 36.00 33.33 50.00 28.99

시간과공간의자유로움 40.67 41.18 36.00 33.33 25.00 39.92

반복학습가능 24.00 14.71 24.00 33.34 25.00 21.00

집중력향상 0.00 2.93 4.00 0.00 0.00 0.85

자의적선택권 8.66 14.71 0.00 0.00 0.00 9.24

<표 2-3-53> e-러닝 교육비 지출별 장점 유형 단위 :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 계

전체조사업체수 88 412 500

활용하고있음 50 102 152

활용하지않음 38 310 348

e-러닝도입비율(%) 56.81 24.76 30.40

<표 2-3-55> 기업의 e-러닝 도입 비율



과 시스템 구축(38.53%)이며, 교육기관의 주요 교육

비 지출 부분은 시스템 구축(97.07%), 컨텐츠 개발

(1.72%)로조사되었다.

(2) 가구수요의주요내용

e-러닝이용가구비율은소득의증가에따라비례하

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유가 있을수록 e-러닝 학습을

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 월 100만원미만의가

구 중 92.86%가 e-러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소득간정보격차가심한것으로조사되었다.

e-러닝의이용목적은직장인과주부의경우자질향

상과 자격획득이 중요한 목적이었으며, 학생의 경우

학점등학교학습보충이가장중요한목적이었다. 직

장인들의학점등을위해학습하는비율이6%나되는

것은 사이버대학이나방송통신대학등에서 수업을 받

고있는직장인으로분석되었다.

e-러닝교육비지출의장점은시간과공간의자유로

움, 비용의 저렴함과 자의적 선택 순으로 조사되었고

단점으로는 e-러닝 지출 수준과 상관없이 집중력 감

소, 질문의불편, 교육효과미흡순으로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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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4> 기업규모별 e-러닝 활용현황 단위 : %

대대기기업업비비율율 중중소소기기업업비비율율

79.16

30.95

59.53

자체구축

컨텐츠임대

e-러닝서비스기관에위탁

교육비지원

기타

7.14
15.28

1.39

2.78

1.392.38

<그림 2-3-25> 교육비 대비 e-러닝지출액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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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교육비예산 2004년e-러닝지출액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합계

전체응답수 20 52 13 85

활용하고있음 13 23 11 47

활용하지않음 7 29 2 38

e-러닝도입비율(%) 65.00 44.23 84.62 55.29

<표 2-3-58> 정부 및 교육청의 e-러닝 도입 비율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장점 내용 시간의자유로움 반복학습가능 비용저렴

응답비율 39.25 18.60 18.69

단점 내용 집중력이떨어짐 질문등의불편 교육효과미흡

응답비율 27.27 21.21 13.13

<표 2-3-57> e-러닝의 장단점 단위 : %

구분
자격 직원자질 기존교육 직원의

기타
획득 향상 대체 복지

대기업 4.35 76.09 10.87 4.35 4.35

중소기업 6.49 79.22 10.39 2.60 1.30

<표 2-3-56> 기업규모별 e-러닝 이용목적 단위 : %



(3) 기업수요의주요내용

대기업의 e-러닝 도입비율은 56.81%, 중소기업의

도입비율은24.76%로나타났다.

기업체의 e-러닝 활용방법은 대기업의 59.53%, 중

소기업의79.16%가서비스기관위탁으로조사되었으

며, e-러닝을 자체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대기업

의경우31%, 중소기업의경우는15%로나타났다.

기업체의 e-러닝 이용목적은 주로 직원의 자질향상

을위해서 으며, 기존교육의대체도약10% 정도인

것으로조사되었다.

기업의 e-러닝 이용시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의 자유

로움(39.25%)이고, 가장 큰 단점은 집중력이 떨어짐

(27.27%)으로조사되었다.

(4) 정부기관수요의주요내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e-러닝 도입 비율은 중앙정

부가65.00%이고지방정부는44.23%로조사되었다.

전체교육비예산대비e-러닝지출액을보면중앙정

부는8.50%를보이고있으며, 지방정부는35.66%를,

시도교육청은38.91%를보이는것으로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직원의 자질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e-러닝을도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교육청의

경우기존교육의대체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e-러닝교육비지출액의경우, 중앙정부와지방정부

기관은 외부 서비스기관에 위탁하는 데 많은 지출을

보이고있으며, 교육청은시스템구축에가장많은지

출이발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5) 정규교육기관수요의주요내용

정규교육기관의 e-러닝 도입 비율은 평균 28.67%

로조사되었다. 학교에서e-러닝을도입한다는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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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획득 학점대체 기존교육대체 학업의보충 기타

초등학교 - - - - -

중학교 0.00 0.00 0.00 75.00 25.00

고등학교 2.00 2.00 10.00 84.00 2.00

대학교 0.00 29.16 29.16 29.16 12.52

전체 1.20 9.64 14.46 67.47 7.23

<표 2-3-64> e-러닝 이용 목적

구분 시스템 컨텐츠 외부위탁및 기타 합계

구축 개발 교육비지원

초등학교 - - - -

중학교
407 0.00 0.00 0.00 407

100.00 0.00 0.00 0.00 100.00

고등학교
1,768 0.00 337 41 2,146

82.35 0.00 15.74 1.91 100.00

대학교
8,167 1,814 454 454 10,889

75.00 16.66 4.17 4.17 100.00

전체
10,342 1,814 791 495 13,442

76.94 13.50 5.88 3.68 100.00

<표 2-3-63> e-러닝 도입 용도별 지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중학교 421 407

고등학교 2,063 2,146

대학교 10,372 10,889

전체 12,856 13,442

<표 2-3-62> 정규교육기관 e-러닝 지출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합계

조사학교수 47 70 128 55 300

도입학교수 1 8 50 27 86

비율 2.13 11.43 39.06 49.09 28.67

<표 2-3-61> 정규 교육기관 e-러닝 도입 현황

구분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교육청 전체

자체구축 23.08 26.09 81.82 38.29

컨텐츠임대 7.69 8.70 0.00 6.38

e-러닝서비스
61.54 30.43 9.09 34.04

기관에위탁

교육비지원 7.69 17.39 9.09 12.78

기타 0.00 17.39 0.00 8.51

<표 2-3-60> 분야별 e-러닝 교육비 지출비율

구분 자격획득 직원자질향상 기존교육대체 직원의복지 기타

중앙정부 0.00 69.23 23.08 7.69 0.00

지방정부 0.00 75.00 4.17 4.17 16.66

교육청 0.00 36.36 54.54 0.00 9.10

전체 0.00 72.97 10.81 5.41 10.81

<표 2-3-59> e-러닝 도입 목적



학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다른 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것 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인

터넷 강의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듣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경우 e-러닝 도입

비율이높게조사되었다.

중·고등학교의경우, 예산편성에는e-러닝항목이

없으며, 각 학교별로 특기적성교육과목에서 e-러닝을

활용하고 있다. 주로 수익자 부담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경우수능관련과목은학생자신

이가정에서이용하는것이어서e-러닝지출비가미약

한것으로조사되었다.

정규교육기관에서는 e-러닝을 대부분 자체 구축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교의 경우 시스템의 도입

에 소요되는 비용과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비교하여보면, 시스템구축부문이4.5배나큰

것으로조사되었다. 

정규교육기관의 e-러닝 이용의 주된 목적은 학업의

보충, 기존 교육의 대체, 학점 대체, 자격획득 순으로

나타났다.

제 6절 e-헬스

1. e-헬스의 개요

가. e-헬스의 정의

최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통신기술(IT) 및 초정 기술(NT)의 결합을 통해

지역과 거리에 관계없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적시

에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웰빙(Well-being) 열풍이 반증하듯 건강과 보건에 대

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고령화 사회로 들어섬에

따라의료에대한수요증가와이에따른의료비부담

또한상대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e-헬스(Health)산업이 정보

화시대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국, 일본, EU 등에서e-헬스와관련된정책을

펴고 있고, 산업자원부에서도 e-헬스산업의 성장잠재

력이 크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과 협조

하여관련산업을육성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먼저e-헬스에대한개념정의를살펴보겠다. 

Joseph M. Deluca, Fache(2000) 등은 e-헬스를

보건의료조직전반의 보건의료 데이터와 정보를 전자

적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즉 시민, 환자, 보

건의료 제공자(의사, 간호사 포함) 및 제공기관(병원,

약국, 보험지불기관 포함), 연구소, 보건의료 정보기

술(IT) 제공기관, 보건의료공급자등에서전자적으로

보건의료정보를교환한다는의미이다. 

또한한국e-헬스발전협의회는의료전자상거래등다

양한요소들로구성되는하나의범국가적인산업으로,

기존의료시스템에인터넷, 모바일등정보통신기술를

응용하여의료, 보건정보, 지식, 서비스, 제품을소비자

에게제공하고소비자의건강상태를언제어디서나파

악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서비스, 즉

IT, BT, NT를통합한융합기술산업으로정의했다.

나. e-헬스산업의 범위

e-헬스산업은 특성상 단일 제품이나 서비스로만 존

재하지 않으며, 의료정보, 의료장비, 소프트웨어, 네

트워크, 전자상거래 등 의료·보건을 구성하는 모든

산업이 IT를기반으로복합적으로결합되어나타나는

새로운산업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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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6> e-헬스산업의 범위

e-헬스산업

네트워크
솔루션

원격의료
전자

의료기기

건강관리

의료용품
전자상거래보안·안전

약품정보

병원정보



다. e-헬스산업의 주요 분야

e-헬스산업의주요분야는e-병원시스템, 원격의료

서비스, 모바일e-헬스로구분할수있으며, 현재시험

단계 또는 발전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태이다. e-헬스

산업을세부적으로분류하면<그림2-3-26>과같다. 

라. e-헬스산업 주요 분야별 정리

(1)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가) PACS의개념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는 의학용 상 정보의 저장(Archiving), 판

독(Diagnosys) 및 검색(Viewing) 기능 등을 통합적

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PACS는 X선, CT,

MRI, PET, SPECT 등에 의해 촬 된 모든 검사 결

과를디지털이미지로변환, 촬 과동시에대용량기

억장치에 저장시켜 상의학과 전문가가 모니터를통

해판독할수있도록해주는시스템이다.

(나) PACS의필요성과장점

· 상정보의신속한전달

촬 되는 즉시 결과가 수 초 내에 전달될 수 있어

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함께 병원 내에서 정

보흐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환자의 진료시간 및

입원기간을단축하는효과를얻을수있다.

·필름을사용하지않음

필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필름의 분실로 인한

데이터의 분실을 방지하고, 같은 상 데이터를 여러

곳에서동시에관찰하는것이가능할뿐만아니라, 필

름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없게 됨에 따라 저장 공간의

효율성을높이게된다.

·디지털형태의의학 상취급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한 상의처리및분석이가능하게되어, 상에대

한 각종 분석적인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수질

환 진단에 자동진단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진단에서의효율을새로운각도에서향상시킬수있다.

(2) 전자의무기록

(가) 전자의무기록의개념

미국의학협회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의료인에

게 필요한 정보를 주어 임상결정을 도와주기 위한 병

원정보시스템이나 처방전달 시스템의 내부에 포함되

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환자기록으로 정의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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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7> e-헬스산업의 주요 분야

원원격격의의료료서서비비스스

원격진료시스템: 원격화상진료, 원격처방
원격의료컨텐츠제공: 2차소견중계등

종합병원의원격진료시스템

ee--병병원원시시스스템템

의료정보시스템: CCR, PACS, EMR
병원SI 분야: DW, HKP, HP, CRM

전체적인의료체계의디지털화

모모바바일일 ee--헬헬스스

건강반도체내장휴대폰(당뇨폰등)
헬스케어기능반 가전제품
헬스케어기능반 자동차등

ee--헬헬스스산산업업
주주요요분분야야



미국MRI(Medical Record Institude)는종이매체에

의해 기록되어 온 모든 의료기록을 그 업무처리 구조

나 정보의 범위, 정보내용에 있어 변형없이 동일하게

전산화를통해업그레이드시킨형태로정의하고있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행위를 중심으로 발생한 업무

상의 자료나 진료 및 수술, 검사 기록을 전산에 기반

하여 입력, 정리, 보관하는 시스템을 통칭하는 것으

로, 처방전달시스템인 OCS와 상전송시스템인

PACS를모두포함하는개념으로보고있다.

(나) 전자의무기록의장·단점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면 환자 대기시간 감소, 정

보저장의 편의성, 환자기록에 대한 의료인의 접근 용

이, 정보의 다양한 활용 및 비용절감 등의 혜택을 얻

을수있으나, 다음과같은위험요인과제약요인도갖

고있다.

·위험요인

사생활 침해, 시스템 해킹, 의료분쟁, 불법의료, 의

료과실발생등

·제약요인

표준화 미비, 환자나 의료인의 거부감, 장비 보급

비용, 의료수가인정등

(다) 전자의무기록의유형

의무기록 전산화에 관련된 개념은 다음과 같이 크

게4가지(EPR, EMR, CPR, EHR) 유형으로구분할

수있다. 

·EPR(Electronic Patient Record)

EPR은 EMR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진료정보

에대하여텍스트형태로입력할수있는것은텍스트

로입력하고, 이의실현이용이하지않는것은스캐닝

을통하여입력한다음, 이들을체계적으로연결해활

용하는시스템이다.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병원내의의무기록전산시스템을개발하여사용하

는시스템을말하며, CPR보다는협의의개념이다. 궁

극적으로의무기록전산화가추구하는방향은CPR이

나, 이의실현을위해서는상당한시간과경비가필요

하므로 먼저 병원 내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

하는것을말한다.

·CPR(Computer-based Patient Record)

궁극적으로 의무기록 전산화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국어디서나, 나아가국가간에모든환자의진료정

보를공유, 이용하는시스템을말한다. 환자의진료에

대한 결정까지도 도울 수 있는 의학지식과 연관된 전

산화된 의무기록으로, 의무기록 전산화에 관련된 개

념중가장포괄적인개념이다. CPR을실현하기위해

서는병원간에사용되는용어와각종서식및코드가

표준화되어야한다.

·EHR(Electronic Health Record) 

CPR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로서 병원 간, 국가 간

의정보공유가환자의의료적인것뿐만아니라한사

람의 건강에 대한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이다.

(3) 원격의료(Telemedicine)

(가) 원격의료의개념

미국 원격의료학회(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는“원격의료는서로다른장소에서전자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의료 정보를 환자 치료를

개선할 목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환자 및

의료인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고있다.

따라서 처방전달시스템(OCS), 의료 상저장전송

시스템(PACS), 전자의무기록(EMR) 등의료정보화

기반이 구축되고, 의료정보 공유시스템이 갖춰지면

형성되는의료정보화의궁극적인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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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격의료의유형

원격 의료를 기능적인 분류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

하면 원격자문과 원격진단, 재택진료, 원격교육, 인터

넷의료상담과사이버병원으로구분할수있다.

2. e-헬스산업실태조사 결과

가.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대상

본 실태조사의 목적은 개별 기업의 의견수렴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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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9> 시스템 및 솔루션 제공업체(소프트웨어)의 분류

대대분분류류

의료정보시스템

원격의료시스템

병원SI

제제품품군군

처방전달시스템(OCS) 

의료 상저장및전송시스템(PACS)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검사정보시스템(LIS) 

방사선정보시스템(RIS)

원격병리검사시스템

원격화상회담시스템

의료 상저장및전송시스템(PACS)  

재택진단시스템

원격의료컨텐츠제공

데이터웨어하우스솔루션

병원지식포털

헬스케어포털

환자관계관리(CRM) 

경 전략관리(SEM) 

DR 운 시스템

<그림 2-3-28> 전자의료기기(하드웨어)의 분류

대대분분류류

생체신호계측및감시장치

PACS 지원기기

모바일헬스지원기기

제제품품군군 개개별별제제품품

생체신호계측기 혈중산소포화농도계

환자감시장치
환자모니터링장치
중앙감시장치

상획득장치 CTI, MRI, DSA, PET, DR 등

지원네트워크 고속통신망(DICOM 지원)

헬스케어폰 당뇨폰

상저장장치
단기저장장치
장기저장장치

상조회및출력장치
PACS용모니터
PACS용모니터
레이저프린터



해e-헬스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수립을지원하는것

으로, 조사대상 범위는 e-헬스산업과 관련된 개별 사

업자로한정했다. 공급자측면에서e-헬스산업과관련

된 분야를 크게 전자의료기기업체(하드웨어)와 시스

템및솔루션제공업체(소프트웨어) 두가지로구분하

여해당업체를선정하 다. 

전자의료기기업체에 대한 조사대상은 한국의료기

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협회 등의 회원사와 전

자의료기기종합정보지원센터의 기업 정보내역 가운

데서 e-헬스산업 관련 개별 제품들을 생산 또는 판매

하는 업체들을 선정하 으며, 일부는 기사검색 등을

통하여 해당 업체들을 선정하 다. 전자의료기기의

세부적인제품군은<그림2-3-27>과같이분류했다.

시스템 및 솔루션 제공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사검색 및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추천을 통하여 해

당 업체들을 선정하 고 시스템 및 솔루션의 세부적

인제품군은<그림2-3-28>와같이분류했다.

(2) 조사기간및방법

조사실시기간은2004년 12월20일부터2005년 1

월 21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화, 팩스, 전자우편 조사를 병행 실시하 다.

조사표회수결과조사대상280개업체중총182개의

조사표를회수했다. 

나. 조사 결과 요약

(1) 일반사항

(가) 회사설립연도

조사된 182개의 e-헬스 관련 업체들은 대부분

1980년도이후에설립되었다. 특히1990년대에전체

의 43.4%, 2000년 이후에 전체의 38.5% 정도의 업

체가설립되었다.

(나) 업종구분

조사된 업체의 72%는 의료기기 관련 업체이며,

28%는 시스템과 솔루션 관련업체이다. 세부 구분별

로는 비상장 업체이면서, 100인 이하의 중소 기업체

에서 의료기기 업종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01인이상의비교적규모가큰기업체에서는시스템

과솔루션의비율이매우높게나타났다. 또한 5인이

하의기업은의료기기업종비율이높게나타났다.

(다) 본사소재지

조사된 업체의 56.0%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비율은 24.7%로 서울과 수

도권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비율이 80.7%로 나타

났다. 특히시스템과솔루션업체의경우74.5%가서

울에소재하고있다.

(라) 인원현황

조사된 업체의 32% 가량이 10인 이하의 인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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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1> e-헬스 관련 기업의 본사 소재지 단위 : %, 전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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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수도권

24.7

기타
19.3

<그림 2-3-30> e-헬스 관련 기업 설립 연도 단위 : %, 전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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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있으며, 100인을초과한기업이7.1%에불

과하다. 세부 구분별로는 101인 이상의 경우 상장업

체의비율이높게나타나고, 50인이하의업체는대부

분이비상장업체로구성되어있다.

(2) e-헬스산업현황

(가) e-헬스산업육성정책에대한인지도

정부의e-헬스산업육성정책을인지하고있는업체

는 전체 40.1%이다. 세부 구분별로는 상장업체(등록

업체포함)의인지율이80%로높으며, 101인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체에서의 인지율이 76.9%로

높게나타났다. 

(나) 국내e-헬스산업활성화정도

국내e-헬스산업의활성화정도에대해서낮다고하

는 비율이 전체의 56.6%로, 과반수가 넘는 e-헬스

관련업체들이국제수준과비교하여국내e-헬스산업

활성화정도에대해부정적으로평가하 다. 이를5점

척도를이용할경우평균은2.3점으로나타났다.

(다) 국내e-헬스산업의경쟁력평가

국내e-헬스산업에대해서‘정보인프라구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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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4> 국내 e-헬스산업 경쟁력 평가 단위 : %, 전체 182, 5점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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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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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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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2.2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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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9.3

낮다 보통 높다

<그림 2-3-32> e-헬스산업 육성 정책 인지 여부 단위 : %, 전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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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3> 국내 e-헬스산업 활성화 정도 평가 단위: %, 전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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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제외한모든항목에서평균이3.0점이안되는부정

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e-헬스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낮은점수(평균2.27)를보이고있다.

(라) 국내e-헬스산업의강점/약점

국내 e-헬스산업의 강점으로 일부는 디지털화된 병

원 환경, 충분한 IT 인력, 정보통신 관련 기기의 발달

등 정보통신 인프라와 비슷한 맥락의 의견을 제시하

으며, 건강의식 수준의 성장으로 답변한 업체도 있

었다. 반면에 약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식이나

기술, 인식부족과지원부족을응답하 다. 

(마) 국내e-헬스산업활성화를위한방안

국내 e-헬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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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5> 국내 e-헬스산업의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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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6> 국내 e-헬스산업 활성화 방안 단위 : %, 전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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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전체 응답자의

62.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총순위로도 정부의 정

책적 지원이 92.3%로 국내 e-헬스산업 활성화를 위

해가장필요하다는답변이많았다. 

그외기술력향상이나관련전문인력양성등 e-헬

스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인력규모가 작을수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

원을필요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바) 국내e-헬스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사항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재정적

지원(54.4%) > 법령상의정비(28.6%) > 기술개발지

원(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장기업과

100인 이하의 업체, 서울 외 지역에 위치한 업체에서

재정적지원에대한필요성이강한것으로나타났. 또

한비상장기업에비해상장기업의경우법령상의정비

를우선적으로지원해야할정책이라고응답하 다.

(사) 국내e-헬스산업성장분야

향후가장성장할것같은분야로e-헬스기기및서

비스분야와원격의료서비스분야라고응답한업체가

많았다. e-헬스기기및서비스의경우새로운분야로써

개척이가능하다는점과유비쿼터스의도입등을주된

이유로응답하고있으며, 원격의료서비스분야는통신

인프라의발전이성장을견인할것으로보고있다.

(아) 기타e-헬스산업활성화를위한건의사항

기타 건의 사항으로는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

(26.3%), 체계적인 정책 규정 및 규제 완화(18.4%)

와 같이 관련 법규의 개정 및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

사항을많이응답하 다. 

(3) 회사의사업부현황

(가) 항목별회사(사업부) 경쟁력평가

현재 가장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항목은‘기술력’

항목으로 전체 응답자의 56.6%가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반면, 자금 및 재무 현황에 관한 항

목은 경쟁력이 낮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47.3%

에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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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38> 향후국내e-헬스산업중성장가능분야 단위: %, 전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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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7> e-헬스산업 활성화 우선 지원 정책 단위 : %, 전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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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9> e-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타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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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0> e-헬스 관련 기업의 회사 경쟁력 평가 단위 : %, 전체 182, 5점척도

원가경쟁력

평균3.2점

17.6

48.4 

34.1

시장지배력

평균3.0점

29.7 

44.0

26.4

기술력

평균3.6점

7.7

35.7

56.6

전문인력확보

평균3.0점

34.1 

37.9 

28.0 

자금및재무현황

평균2.5점

47.3 

41.8 

11.0

높다 보통 낮다

<그림2-3-41> e-헬스기업2004년예상매출액증가여부 단위: %, 전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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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42> e-헬스기업2003년대비매출증가이유 단위: %, 전체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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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4년예상매출액증가여부

전체 기업의 53.8%가 2003년도와 비교하 을 때,

매출액이 증가하 다고 응답하 다.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으로는 미미하나,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매출

액이 증가하 다고 응답하 다. 세부 구분별로 보면,

5인 이하의 업체 61.9%가 2004년 매출액의 감소를

예상하여 세기업의어려움을나타내고있다.

(다) 2003년대비매출증가이유

2003년과 비교하여 회사의 매출액이 증가한 이유

로는개별기업의 업능력확대와사업과관련한기

술이 개발되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e-헬스산업의성장과정부의정책적지원을응답한업

체수가 거의 없어 정책 및 산업의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나타났다. 

(다) 2005년매출액전망

2005년 예상 매출액에 대해 2004년과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체가 전체 기업의

87.9%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올해 e-헬스 산업 전망

을낙관적으로예상했다.

(라) 2004년대비2005년연구개발투자규모증감예상

2005년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2004년과 비교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33.5%

이고,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은 39.0%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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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3> 2005년 예상 매출액 증감 예상 단위 : %, 전체 182

약간증가
42.9

크게감소3.3

크게증가
19.2

비슷함
25.8

약간감소
8.8

평균
3.66

<그림 2-3-44> 연구개발 투자규모 증감 예상 단위 : %, 전체 182

증가예상
33.5

계획없음1.6

규모미정
18.7 

비슷한규모
39.0

감소예상7.1

<그림 2-3-45>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제품 및 서비스 단위 : %, 전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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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5.5

무응답

4.4



났다. 반면감소할예정이거나계획없음에대한비율

이 1.6%에 불과해 대부분의 업체에서 연구개발 활동

에대한의지를나타내고있다.

(바) 연구개발이진행중인제품및서비스

현재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제품 및 서비스에서 전

체 응답자의 43.4%가 e-헬스 기기 및 서비스라고 응

답했다. 이외 e-병원 시스템, PACS 지원 기기, 원격

의료 서비스, 셍체신호 계측 및 감시장치를 개발하고

있다는응답도약25% 내외의비율을차지하고있다. 

(사) 인력부족분야

인력이 주로 부족한 분야는 연구개발 분야와 업

인력 분야인데, 특히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

답한기업체가51.4%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어, 이

부분에대한지원정책이시급한것으로보인다.

(아) 경 상의문제점또는제약사항

응답한 업체의 20%가 내수 침체와 같은 경제여건

이 경 상의 주요 문제점이라고 응답하 다. 그러나

앞서부터 일관되게 응답되고 있는 내용은 자금과 관

련한문제로써, 이부분에대한지원이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사) e-헬스산업의시장규모예측

매출 규모가 파악되는 e-헬스 업체 중에서 업종 및

인원현황 비율을 고려하여 82개 업체를 선정하 다.

82개 업체에 대한 2003년 매출 및 인원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1인당 매출액을 산정하 는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업종의내역은<표2-3-65>와같다.

1인당 매출액을 인원현황 및 표본수 280개 업체에

단순 적용할 경우, 2003년 e-헬스 시장의 매출 규모

(추정)는대략6,800억원정도로추정할수있다. 또

한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고려하여 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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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6> 인력 부족 분야 단위 : %, 전체 182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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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0.9

<그림 2-3-47> 경 상의 문제점 또는 제약사항 단위 : %, 전체 40

내수침체

20.0

연구개발을위한
운 자금

17.5

운전자금
확보

15.0 

인허가에따른
번거로움

15.0

정책적
지원

12.5

자금문제

10.0

업인력
부족

7.5

재무구조
악화

7.5

구분 매출 총인원수 1인당매출액

하드웨어 18,739 2,624 7.1

소프트웨어 8,422 713 11.8

합계 27,161 3,337 8.1

<표 2-3-65> 주요 업체 매출 및 인원 현황 단위 : 천만원, 명



총 e-헬스업체를 최대 400개로 가정할 경우, 2003년

e-헬스 시장의 규모는 최대 9,700억 원 정도까지 추

정할수있을것이다.

다. e-헬스산업의 전망 및 발전방향

(1) 전자의료기기

전자의료기기의 국내 기술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미흡하나, 점차경쟁력을갖춰가고있다. 하

지만아직까지도수입의존도가높아, 2003년에는수

입점유율이91%에달하는실정이다/ 향후국내의료

기기산업은 10년간MRI, X선진단기, 초음파진단

기, 생체계측기를주력품목으로연평균30%씩성장

하여 2010년에는 4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

다.

세계시장에서 전자의료기기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의 선진국이 87% 이상(2003년 기준)을 점유하고 있

으나, 시장 성숙으로 성장둔화가 예상되며, 개발도상

국은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10%대

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시장(연평균 28%)으로, 아직까지 세계시

장 점유율은 미미하지만 12억의 인구를 고려하면 시

장잠재력이 가장 큰 시장이며, 국내 의료기기업체에

충분한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사항을고려해볼때, 국내전자의료기기

산업육성에대한지원이없을경우국내시장의수입

의존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급속히 성장하는 세

계시장에확고한위치를확보하기가어려울수있다.

전자의료기기가 정보통신기술과 급속히 융화됨에

따라, 우리의 IT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자의료기기 산

업을 집중 육성할 경우, 고부가가치 차세대 전략산업

으로성장가능하다. 또한기술개발에대한지원이외

에도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해

주고, 연구 개발과는 별도로 상품화 단계에서도 지원

정책을실시하는것도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급속하게진행되고있는노령화와건

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를 감안하여 치료기기보다는

진단기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e-헬스산업

을활성화시키는방안이될것이다.

(2) 병원정보시스템

국내의경우진료업무시스템중에서OCS는대부분

의병원이구축된상태이며, 1990년대후반에태동한

PACS는대형병원을중심으로확산된상태이다. 또한

환자진료정보공유를위한EMR 도입은아직전무한

상태이다.

미국은 2007년까지 전체 병원의 67% 가량이

PACS를 도입할 예정이며, 유럽은 최근 시장이 급성

장하여 향후 4~5년 내에 전체 병원의 50% 가량이

PACS를 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EMR은 세계

적으로 태동기에 있는 분야로, 미국, 일본 등이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시장잠재력이 충분할 것이다.

PACS의경우최근의내수시장성장에힘입어비약적

인발전을거듭하면서세계적수준의기술력을구비한

산업으로발전하 으며, EMR도그동안노하우를축

적하여세계시장에충분히경쟁력이있다고여겨진다.

국내의 경우 앞으로는 기존에 구축한 PACS 유지

보수와 아직은 보급률이 낮은 의원급, 보건소 등의

PACS 도입에 대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산

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병원에 대한 투자 유인 등의

방법으로 국내 PACS시장을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해외 수출을 위해 기술력이 있는 PACS

및EMR 전문업체들에대한지원이필요할것이다.

(3) 원격의료

제도적인 요인으로‘건강상담’이라는 우회적인 방

법을 통해 사업을 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원격의

료가 활성화될 만큼 국민 소득수준과 건강에 대한 인

식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

소소요될것으로보고있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여 2008년 정도에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으며, 사후적인 치료가 아니라 사전적인 예방에 포커

스를 맞춘다면 그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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