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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택배물류서비스

1. 개요

가. 택배업의 성격 및 특성

택배산업은 물류산업의 일부분으로, 원래 택배는

‘소화물일관수송업’을의미하지만, 집앞까지전달한

다는뜻에서일반적으로‘택배’라고불린다. 택배업은

개인화물 또는 기업화물의 송화인인 화주로부터평균

포장 단위당 30kg이하, 1.5cbm(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cm 이내, 단 최장변이 100cm 이내) 이내의

소형/소량화물을 수송해 주는 것이다. 택배업은 자기

앞 배달업(가정앞 배달업), 회사앞 배달업, 특송업

(small package express service), 오토바이 택배업,

퀵서비스업, 항공택배서비스업, 쿨(cool)택급편 등 다

양한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국내 택배업은 1992년 소화물 일관수송업으로 도

입되었는데, 과거에는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여 규제

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운송업종에서 참여가 가능한

상태이다. 하지만 택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국을 연결할 수 있는 운송망과 터미널 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되므로, 현재는 대한통운, (주)한진, 현대택

배등대기업이시장을주도하고있다. 

택배업은 기존의 대형차량, 정기화물, 철도소화물,

우편소포 등 다른 운송 서비스와 비교하여 서비스의

혁신성, 신속성, 안전성, 확실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

고있다. 

첫째, 기존의 수송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까운 업

소에화물을직접가지고가야했으며, 화물의수송기

간이 지연되거나 도착일이 분명치 않았다. 택배업은

전화로 화물접수를 의뢰할 수 있고, 화물도착 시간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에 비

해혁신적이라고할수있다. 

둘째, 택배업은 익일배달로 상징되는 신속한 수송

의 장점을 갖추고, 우편소포, 철도소화물, 정기노선과

는 비교할 수 없는 신속성으로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고있다. 

셋째, 수송 서비스의 품질은 단순히 신속성이나 편

리성만으로는한정할수없으며, 안전하고확실한서

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택

배업의화물추적시스템은이것을가능케한다. 



나. 택배업의 유형

일반적으로택배업은수송대상의화물주체에따라

개인택배와 기업택배로 구분되며, 배달 속도에 따라

구분하기도한다. 

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택배의 중요성

택배는 인터넷 쇼핑몰과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은 택배를 통해 고객

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의 불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도

배송지연이나 오배송과 같은 택배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이다. 

전통적 상거래에 비해 전자상거래는 거래 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 물류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상품가격 중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10%인 기업이 전체 전자상거래 업체의 32.4%,

그리고 10%를 초과하는 기업이 19%를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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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내용

자본집약및장치산업 막대한자금이투입되는장치산업이자많은인프라가투자되는네트워크산업이며, 시스템형용역사업. 전국각지에

업소망을설치하고거점도시에대형터미널과분류장치를갖춰야하며, 수백~수천대이상의택배전용차량필요

제조업경쟁력결정산업 제조기업이나유통기업의물류를담당하는역할을하므로이들기업과의연계가매우중요하며, 기업시장에대한 업력이

필수적

입지형산업 유통분야중노하우가상당히많이요구되는사업이며, 최적위치에물류거점을확보하는것이성공의관건이기도하다. 

경기변동민감산업 물류유통의특성상경기변동의 향을많이받는산업이며, 특히최근에는세계적인터넷인프라의성장으로인해크게수혜를

받는산업

<표 2-4-1> 택배업의 특성

자료 : KISLINE 산업분석, 2004.6., 재가공

구분 주요내용

화물주체에 개인택배업 - 택배업고유의사업취지에적합하지만, 수송대상인화물의종류가다양하여수송이까다로움

따른분류 - 택배업에대한노하우축적이사업성패의관건- 수요자의인식부족때문에사업전개에어려움이많음

- 주요취급상품은서적, 의료, 식료품등

기업택배업 - 개인이아닌기업화물을주요대상으로함- 상업서류, 의류, 가전제품, 기계부품등긴급을요하는물품을

월정계약을맺고익일배달체계로운송

사업 역의 국내택배업 - 개인택배와기업택배를포괄- 국내지역을 업대상으로하여화주로부터수송을의뢰받아문전서비스로수송

특성에따른분류 국제항공택배업 - 쿠리어(Courier) 또는스몰패키지(Small Package) 서비스등으로불리움- 선적서류, 은행서류, 입찰서류,

계약서등상업서류와설계도면등을주요대상으로하여데스크투데스크(desk to desk)로수배송하는서류송달

서비스(documents courier service)와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화필름, 샘플류, 부품등의소화물을

전문으로수배송하는스몰패키지서비스가있음

<표 2-4-2> 화물 주체, 사업 역에 따른 택배업의 유형

자료 : 전자상거래성장에따른택배물류의개선방안, 우정정보, 2003.

구분 서비스내용

익일특송서비스 기업화물은전화한통화로방문접수하며, 가정화물은가까운취급점에직접맡기면빠르게문전배달해주는서비스

당일특송서비스 24시간내에배달하는서비스로서, 소화물의시내배달서비스

60분특송 도시내서비스로서인수시각으로부터60분안에배달해주는서비스

배달지정특송 지정배달시간내에배달하는서비스, 각종기념일의선물배달서비스

직접운송서비스 특송회사직원이직접비행기나열차에탑승하여특송화물을운송배달하는서비스

<표 2-4-3> 배달 속도에 따른 택배업 유형

자료 : KISLINE 산업분석, 2004.6 재가공



다. 특히 B2C 부문에서는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택배물량의집적화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B2C 거래에 있어서 배송수단별 거래액 구성비를

보면, 2004년 3사분기 현재 택배가 83.3%로서 가장

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2003년 1사분기이후꾸준

히 83~85%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때, 어느 정도 안

정기에접어들었음을알수있다. 

반면 자체 배송의 경우는 2003년 1사분기의 7.2%

에서계속하락하여2004년3사분기현재5.6%를기

록하고있다. 사전에쇼핑몰업체와제휴계약을체결

한편의점, PC방, 주유소, 지하철등주요거점까지만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후 소비자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오프라인 제휴 배송은 동 기간 3.5%에서 5.8%

까지성장했다. 

전자상거래와전통적인상거래의주문충족프로세

스를 비교해 보면, 전자상거래의 경우 전통적 상거래

에 비해 낮은 거래 비용, 맞춤화된 제품, 소량화된 화

물운송, 공급업체간성과비교용이, 상세한주문정보

확인, 합리적인재고보충, 높은프로세스투명성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물류업체에게는 그만큼 치열하

게 경쟁해야 한다는 위협요소임과동시에 공급망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를 통한 고부가가치

택배, 즉 e-로지스틱스(Logistics)를가능하게하는요

인이기도하다.  

e-로지스틱스란물류서비스제공업체가정보통신기

술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배송, 보관, 하역 등을

제외한 다양한 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온라인 상에서

구현하여 전체적인 물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지원

하는활동을의미한다. 

인터넷을기반으로한e-비즈니스흐름에있어서물

류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많은 물류업체들이 기존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고객서비스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최근 타분야에서와 마

찬가지로 물류분야에서도 e-마켓플레이스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운송업체,

제3자물류업체및정보통신벤처업체등다양한주체

에의해추진되고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e-로지스틱스의 발전단계를

살펴보면다음과같다.

·1단계: 웹사이트를통해화주가운송업체의위치를파악

·2단계: 실시간단품단위재고파악

·3단계: 화주와운송업체간물류업무에대한협력적통합

(Collaboration) 

2. 현황 및 전망

가. 산업 현황

우정사업본부의 추정에 의하면 2004년 국내 택배

시장은2조 1,200억원규모로예상되며, 2005년에는

2조5,000억으로성장할전망이다. 

택배시장은 2002년 홈쇼핑과 다단계판매에 의해

성장세를 유지하 으나, 2003년은 장기화된 경기침

체와 소비위축으로 기업 간 출혈경쟁이 심화, 전반적

인 택배기업들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공 기업인우체국택배의출현으로 저가 경쟁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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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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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배송 7.2 7.2 7.3 7.4 6.0 5.3 5.6

택배 84.2 84.3 83.9 84.6 84.9 84.6 83.3

우편 3.3 3.0 3.2 2.1 2.5 2.2 2.8

Offline 제휴 3.5 3.8 3.9 4.3 4.9 5.7 5.8

기타 1.8 1.7 1.7 1.6 1.7 2.2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4-4> B2C 전자상거래 배송수단별 거래액 구성비 단위 : %

자료 :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통계청, 2003, 2004.



부추기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 택배시장에서 현대택배는 2002년과 2003

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 는데, 이는 택배기업의

주요 수익원인 기업택배에서주고객 기업인 현대홈쇼

핑과 우리홈쇼핑의 성장과 함께 의류 등 특화 서비스

의확대에기인한다. 

CJ GLS는 2003년 주요 고객인 CJ홈쇼핑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2,000원 이하의 소액택배인 이클

라인의 실적 증가에 따른 취급수량 증가로 시장점유

율이확대되었다. 그러나2004년에는인프라추가및

간선차량 추가 배차가 원가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

망이어서 시장점유율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다.

택배시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일반 소화물 운

송시장과의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택배시장 전체의 규모와 참여 사업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비공식적인

집계자료에 의할 경우 2002년 3억6,000만개를 취급

하여 전년 대비 20%의 성장성을 보 다. 그러나

2003년은물량확보를위한각택배기업간의출혈경

쟁과 신규기업들의 무차별적인 가격 인하, 그리고 이

에 따른 기존 업체들의 동반 단가조정으로 인해 택배

기업들의성장성을저해하 다. 

또한 장기간 기상악화와 태풍 매미의 향으로 인

하여 농수산물 출하가 감소되어 택배 매출 저하와 국

내소비심리위축에따른가계부실등으로홈쇼핑관

련 기업의 택배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전년 대

비10%의성장률에그쳤다. 

2002년과2003년택배요금은2001년선을유지하

고있다. 택배업계물량이고성장을기록하고있는경

쟁환경으로 인하여 각 기업은 과도한 가격경쟁에 돌

입하게 되었다. 더욱이 우체국택배가 기존 민간 택배

기업보다1,000원정도저렴한상황이기에가격경쟁

으로 인한 할인전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민간기업들도 우체국택배와의 경쟁을 위해 2004

년이후택배가격은하향조정할것으로전망된다. 

나. 업체 현황

현재 우리나라 택배시장은 대한통운, 한진택배, 현

대택배가전체시장의30% 이상을점유하고있다. 이

들‘빅3’은 물류정보 시스템 및 자동분류 처리시스템

과같은현대화된시설들을구축해왔으며, 아울러터

미널/ 업소/취급소등을확장하고있는실정이다. 

현재 국내 택배업체 중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

고 업하는 업체는 약 50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 그리고 신규 참여업체로는‘택배나라’를 인

수하여‘CJ-GLS’로 개명한 제일제당, ‘HTT’를 인

수한 삼성물산이 있으며, 포워딩 업체로 진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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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현대택배 1,707 1,901 2,341 2,503 (25.2%)

DHL Korea - 1,491 1,721 1,849 (18.6%)

한진 1,139 1,343 1,594 1,738 (17.4%)

대한통운 856 1,014 1,362 1,491 (15.0%)

CJ GLS 182 589 1,112 1,324 (13.3%)

HTH 53 215 513 679  (6.8%)

신세계드림
47 158 339 337  (3.4%)

익스프레스

합계 3,984 6,711 8,982 9,921(100.0%)

<표 2-4-5> 주요 택배업체 매출액 추이 단위 : 억원

자료 : KISLINE 산업분석, 2004. 6 *( )는 시장점유율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추정

취급물량(만개) 30,000 36,000 39,600

<표 2-4-6> 국내 택배시장 규모 단위 : 만개

자료 : 물류신문

구분 대한통운 우체국

동일권역 8,000 7,000

타지역 9,000 8,000

<표2-4-8> 우체국택배와일반택배기업가격비교(2004년기준) 단위: 원

자료: KISLINE 산업분석, 2004. 6. *개인대상택배30Kg 이내1박스당가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동일권역 7,000 8,000 8,000 8,000

타권역 9,000 9,000 9,000 9,000

제주지역 11,000 11,000 11,000 11,000

<표 2-4-7> 택배 화물 요금 단위 : 원

자료: KISLINE 산업분석, 2004. 6. *개인대상택배30Kg 이내1박스당가격



로는 LG의‘범한물류’, 삼성전자 물류부문을 분사해

설립한‘토로스’등이있다.

최근에는 해외 유명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

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국내에진출한국제항공택배업체가운데, 1977

년 일양익스프레스와합작형태로 국내시장에가장 먼

저진출한DHL은항공특송을통한상업서류의65%,

소화물의 45%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2년 3월의 포

워더 항공화물 처리실적은 국내 15위로 약 808톤을

처리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한편 1996년대한통운

과 합작하여‘UPS 대한통운’을 설립한 UPS는 자본

력과 우수한 서비스를바탕으로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FedEx는우수한서비스와SCM을통하여시장

을 확대하고 있으며, TNT는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업범위를확대하고있다. 

주요 택배업체의 서비스 전략은 신규 서비스 상품

개발과 제공 및 배송시간의 단축에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배송시간의 다양화는 당일 택배서비

스, 오토바이 배달 연계서비스, 심야 배송서비스 등

시간이라는 경쟁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상품개발은 틈새상품 개발이 주를 이

루고 있는데, 경조택배, 휴일택배, 골프택배 등이 그

것이다.

다. 전망

택배와 온라인유통 전문가는 최소한 5년 동안은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택

배서비스의 인지도 향상, 택배 취급점 활성화 등으로

택배시장이 매년 20%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1) 기존업체의서비스품질개선

빅3 업체는해외업체들과의전략적제휴를통해그

들의 노하우를 사업운 에 적용하고 있으며, 물류정

보시스템과자동분류 처리시스템과같은 현대화된 시

설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Pull 전략의 일

환으로써 많은 취급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즉, 고객이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유소나 편의

점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이 외에도, 광고나 홍

보활동을 통해 기업의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노력의

강화(현대택배의 화‘달마야 놀자’에서의 PPL 광

고등), 다양한제품/서비스개발, 그리고가격의탄력

적 운용을 통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

또한 단순 상품 배송에 치중했던 택배업체들이 최

근물류정보화, 콜센터강화등 IT시스템구축에나서

면서 서비스 질의 차별화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우체국택배’를운 하는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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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 서비스전략

현대택배 - 2,3,6,12시간으로배송시간을구분하여고객이희망하는시간에배달하는당일택배서비스도입- 2시간택배의경우오토바이전보택배를

활용하고, 금강산택배, 제약택배, 고시원/기숙사택배등틈새상품을개발- 고객서비스제고를위해2000년초최초로여성기사채용

한진택배 - 1992년국내에서처음으로문전택배개념도입- 주요도시를대상으로12시간내도달하는당일택배서비스도입- 2000년10월, 전세계

우편물동량의40% 이상을점유하는미국우체국(USPS)과업무제휴- 2002년10월, 일본후쿠야마통운업무제휴- 업계처음으로

PDA를이용한모바일택배시작

대한통운 - 휴일배달택배, 경조택배, 골프택배등다양한상품개발- 자사쇼핑몰인코렉스몰을통해오배달혹은배송시간초과시120% 보상제도

실시- 2000년중국산둥성에사무소개설- 일본통운과제휴- UPS와합작투자법인설립

CJ GLS - 배송실명제와전담배송서비스, 엔젤서비스등특화서비스를선보이며단기간에‘빅4’에진입- 인터넷쇼핑몰상품은수도권당일배송-

지방권은익일배송, 냉장택배는쿨택배서비스제공- 화물위치와배송상태및도착시간을휴대폰문자서비스와전자우편을통해고객에게

공지- 고객산업군별전담차량제실시

<표 2-4-9> 주요 택배업체의 서비스 전략

자료 : 각사홈페이지



최근‘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e-KPLS)’과 인터넷

으로택배접수를받는‘이포스트(epost) 접수시스템’

을 완료하고 본격 운 에 들어갔다. ‘우편물류통합정

보시스템’은 운 과 운송관리, 상황관제, 콜센터, 고

객관리 등을 통합 운 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이 인터

넷을 통해 물류 접수와 수령, 택배물의 이동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배송 상황을 통보받을 수 있다. 우체국택배는 우편물

과 택배물품에 전자태그(RFID)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중소 전자상거래업체 지원을 위해 동서

울소포물류센터건축을추진하고있다. 

현대택배는공격적인물류인프라구축과운 시스

템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 거점별터미널허브화

전략으로 물류 동선을 단축시켰으며, 최근 물류 장비

의 도입을 늘려가고 있다. 기업고객을 위해 운송보관

재고관리조립가공을 포함한 전반적인 SCM 시스템

적용을 위한 종합물류서비스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000년 택배업계 최초로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

한 한진택배는 올 들어 단계별 화물추적 서비스가 가

능한‘택배 신정보시스템(e-HANEX)’과 고객 지향

적인 인터넷사이트 구축 등으로 고객 서비스 인프라

를 재편성했다. 2004년 말까지 일체형 PDA와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등을 도입

해CRM 지원체계를구축할예정이다. 

CJ GLS는최근택배콜센터에통합메시지를지원

하는 고객 서비스를 시작했다. 통합 메시지 기능으로

콜센터상담요원이컴퓨터한대로고객과통화를하

며 팩스 송신, 고객 이력 관리, 전화번호와 택배화물

위치 자동 안내기능을 수행한다. CJ GLS는 이를통

해 고객 대기 시간을 대폭 줄여 약 30%의 고객 서비

스향상이가능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2) 신규업체들의진출증가

1998년 3월에종합물류서비스전문회사로설립된

CJ GLS는 화장품과 의약품같은 기업화물 업무를 대

행해 주는 서비스에 진출한 이후, 최근에는 개인택배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다. 한솔 CSN은 화주들과 운송

업체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국내외에서 운송/보관/

하역 등과 같은 다양한 물류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

는 사이버 물류몰이다. 오토바이 택배서비스업체는

1993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현재 전국에 그 수

를정확히추정하기힘들정도로난무하고있으며, 이

들의 경쟁력은 도심지역에서기동력의 우월함을바탕

으로한신속성이라할수있다.

기존 빅3 이외에도 CJ GLS(제일제당에서 분사),

HTH(삼성물산 계열사), 그리고 자체적으로 물류 네

트워크를 가진 공공기관인 철도청, 우정사업본부 등

도 택배사업에 진출하 다. 특히 CJ GLS는 모기업

39쇼핑과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여급속하게성장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대행업체인 이니시스, 예스

24 등 20여개사와 제휴하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빅4의위치를확고히구축하고있다. 한편삼성물산도

삼성몰 배송을 전담하던 HTH에 37억을 투자하면서

국내 최고의 종합인터넷 물류전문업체로 육성시킨다

는 계획으로 2002년부터 B2B 부문 종합물류도 취급

하고있다.  

(3) 개인택배부문의강화

그간 개인택배는 대량물량을 취급하는 기업택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어 택배사 입장에서도 적

극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생활 속

의 택배’가 정착되고,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던 기업

물량이시장불황으로한풀꺾인반면, 개인택배는지

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

다. 특히기업시장의경우가격경쟁이워낙치열한데

다, 최근에는 수요까지 포화에 달해 어려움을 가중시

키고있는상황이다. 

현대택배는 편의점, 주유소 등 기존 택배취급점 외

에 아파트 부녀회를 물류 포스트로 적극 활용할 방침

이다. 초중고등학생과 주부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택배터미널 견학 등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 , 고객

과 접한 관계도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한진도 기존

의 개인택배상품인 공항택배, 골프택배, 한약택배, 기

숙사택배 등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예약도 활성화

2005 e-BusinessWhite Paper 179

2
제

편

-

비
즈
니
스

현
황

e

2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맞벌이부부, 독신여성, 실버세

대와 같이 세분화된 고객집단 대상의 서비스는 물론

이고, 지정시간대 배송서비스, 야간배송서비스, 사전

집하 약속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발

할방침이다. 

LG 25, 훼미리마트, 바이더웨이를 비롯, 호텔부동

산 등 전국 1만1,000여개 물류취급점을 보유하고 있

는 대한통운은 이들 택배 취급점의 활용도를 더욱 높

이고, 휴대폰일체형택배PDA를통해실시간화물정

보를제공키로했다. 

이밖에 CJ GLS도 배송예정시간 통보 시스템을 통

해한시간단위로위치를휴대폰으로알려주는한편,

이르면 2004년 내에 일본 국제택배도 본격화하는 등

개인택배 비중을 늘여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매

출의10% 수준인130억원을목표로하고있다.

제 2절공인인증서비스

1. 개요

인터넷을통한전자상거래가시간과공간에제약이

없다는 자유로움과 편리함으로실생활의 전반에 급속

히확대되고있다. 하지만, 인터넷을통한전자거래는

비접촉,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의신원을확인하기어렵고, 거래사실을입증하기곤

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전자문서가 유통되는

과정에서위변조될가능성이있다는문제점이있다.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인증제도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자인증제

도란‘가상공간상의전자문서, 전자거래등관련전자

업무에서의 당사자의 신분확인 기능, 전자업무 내용

의정보보호및무결성기능, 전자행위에대한부인봉

쇄 기능 등 전자업무의 중요 인증과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제3자(인증기관)가확인및증명해주는제도’이

다. 이러한 전자인증제도의 핵심은 전자서명기술의

안전한 운 에 있고, 일반적으로 공개키 암호 알고리

즘 하에서 구성된 비 키와 공개키가 사용된다. 비

키는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생성키가 되고, 공개키는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검증키 역할을 한다. 이때 관건

은 어떻게 하면 공개키의 위변조 문제를 해결할 것인

가이고,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는 그 유력

한대안으로여겨지고있다.   

1999년 2월에 제정된 전자서명법에는 수기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공인전자서명의개념을

도입하고, 공인전자서명이 가져야 하는 안전성 기준

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 및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논리적으로 결합되는 전자적 데이터를 말

한다.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해 확인과 검

증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지정한 공인인

증기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1999년 7월 한국정보

보호진흥원에 최상위 인증기관이 지정되었으며,

2000년 2월 제1호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개의 공인인증기관이 지정되었

다.

또한공인인증체계와는별도로전자정부구현을위

한 민원서비스혁신(G4C)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행정

전자서명 분야의 GPKI(Government PKI)가 운 되

고 있고, 행정자치부 산하의 정부전산정보관리소

(GCC)에서GPKI 인증서를발급하고있다. 

2. 현황 및 전망

가. 시장 규모

2001년부터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시책을중점추진한결과, 2000년 5만명에불과

했던공인인증서이용자가2004년 11월현재약936

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 다. 이와 같은 변화는 안

전성을 요구하는 인터넷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등 금

융거래 분야에서의 공인인증서 이용 의무화, 전자정

부의온라인민원서비스개시등의서비스확대, 교육

및홍보를통한대국민인식제고등에따른것이다. 

180 2005 -비즈니스백서

제4장
e-비즈니스지원산업동향



2005 e-BusinessWhite Paper 181

2
제

편

-

비
즈
니
스

현
황

e

2

구분 기관 상세업무

최상위인증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공인인증기관에대한공인인증서발급, 관리등인증업무

(전자서명법제25조) - 공인인증기관실질심사및정기점검

- 전자서명인증관련기술개발, 보급

- 전자서명인증관련제도연구및상호인정등국제협력추진

- 전자서명이용활성화추진

공인인증기관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의거공인인증서관리

(전자서명법제4조)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 기타공인인증관련서비스제공

<표 2-4-10> 전자서명 인증기관

자료 : 한국의전자서명인증,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4.

자료 : 한국의전자서명인증,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4

<그림 2-4-1> 공인 전자서명 인증체계

외국정부
상호인정

상호인정 상호인증

인증서발급·관리 인증서발급·관리

인증서발급·관리인증서발급·관리

전자민원서비스

가입자 가입자 가입자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 정부인증기관 정부인증기관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기관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국외인증기관 공인인증체계의최상위인증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부최상위인증기관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자료 : 한국의전자서명인증,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4

<그림 2-4-2> 전자서명 이용절차

등록대행기관 공인인증기관

②가입자
정보등록

공인인증기관
인증서발급

①인증서신청
(신원확인)

최상위인증기관

③가입자인증서발급

⑤가입자인증서유효
여부확인

⑥공인인증기관
인증서유효여부확인

④전자문서, 인증서가정사무실 온라인시장
(은행, 인터넷쇼핑몰등)

⑦전자서명검증



또한 전자거래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전자서명 응

용분야 확대, 무선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비스 시행 및

전자서명 상호연동 실시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

용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

이다. 

국내 전자인증시장은 대표적인 암호 알고리즘인

PKI 기술을 응용한 소프트웨어 제품 및 인증서비스

시장으로구분되고있다. 

국내 전자인증 시장은 전자무역, 전자조달, 전자정

부등과같은유무선환경속에서의금융거래, 원격교

육, 원격진료 등이 활성화되면서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라는 개방형 네트워크

에서 EDI 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통한 전자무역이

이루어지기위해서는 전자상거래의 보안 취약점을 최

소화하기 위한 전자인증 서비스 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전자정부서비스역시전자인증시장을성

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에서

는 정부, 공공, 행정, 교육 부문이 전자인증 시장에서

주요한고객층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현재금융권의온라인업무가본격화되기시작하면

서 형성된 PKI 시장은 향후 제 2 금융권의 PKI 도입

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역시 PKI 기반의 인증, 암호화 솔루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자 대상의 B2C 거래에서, B2B, B2G 거래로 역을

넓혀가고있는 전자상거래 역시 금융거래를 포함하고

있기때문에거래상대자에대한신원을확인하고, 데

이터를보호하는것이매우중요하기때문이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발간한‘2002년정보보호

산업동향’에 따르면 국내 전자인증 시장규모는 2002

년687억원에서2004년1,193억원에이를것으로보

인다. 부문별로살펴보면, 2002년기준644억원의규

모에 달한 PKI 및 암호화 시장은 연평균 46%가 성

장, 2004년 1,138억원에이를것으로예측되고있다.

PKI 보안솔루션은기반인프라로서그중요성이증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

는 인터넷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이처럼높은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인증서비스 시장의 경우, 향후 전자정부 시행에 따

른 공인인증서 발급 등에 따라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연평균 14% 성장하여 2004년 55

억원의규모를형성할것으로예상된다.

나. 주요 이슈

(1) 전자서명이용활성화시책및이용자현황

정부는국민들이안심하고편리하게전자거래를할

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2001년초부터공인전

자서명 이용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

다.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공인전자서명의 필요

성및이용방법등을알기쉽게설명한홍보물을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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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CAGR

PKI & 암호화 253 494 644 901 1,138 45.6

인증서비스 33 40 43 49 55 13.6

계 286 534 687 949 1,193 42.9

<표 2-4-12> 국내 인증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억원

자료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02.

구분 정의

PKI 및암호화 공개키암호기술을이용한인증프레임워크로인터넷과같은개방형환경에서인증기관이발행하는인증서를통해전자문서의무결성,

기 성, 부인방지등을보장해주는소프트웨어제품

인증서비스 사용자신원확인및전자문서의안전, 신뢰성을보장하기위한인증기관의인증서발급및검증수단을제공하는서비스

<표 2-4-11> 인증시장 제품 및 서비스 분류



하여우체국, 은행및증권사등을통하여배포하 으

며, 신문,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캠페인과

홍보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또한, 전자서명의수요가많은은행, 증권분야의주

요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에서

공인전자서명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 으며,

대학학사행정, B2B 전자계약등새로운분야에공인

전자서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도 추진하

다. 

특히, 은행 분야에서의 공인전자서명 이용 활성화

를 위해 2002년 9월부터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가입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때 공인인증서만 발급하도록

하 으며, 기존에 보급된 사설인증서도 2003년 5월

부터모두공인인증서로전환하 다. 또한, 2003년 1

월부터사이버트레이딩, 보험등기타금융분야에도

공인인증서를도입하 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00년말 5만명에 불과했

던 공인인증서 이용자 수가 2003년 6월말 기준 인터

넷 뱅킹 517만명, 사이버 트레이딩 147만명 등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약 809만 명의 이

용자가공인인증서를이용하고있다. 

주요 응용분야별로 공인인증서 이용자 현황을 보

면, 2003년 12월말 현재 개인 인터넷 뱅킹은 460만

여명, 개인 사이버 트레이딩은 160만명, 법인 인터넷

뱅킹은 46만개 법인, 법인 사이버 트레이딩은 6만여

개의법인이이용하고있다. 

(2) 전자서명상호연동추진

전자서명 이용자들이 인증서 발행기관에 상관없이

하나의 인증서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 간 인증시스템의

상호연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0년 4월부터 한

국정보보호진흥원과 각 공인인증기관 실무자들은 공

인인증기관간상호연동을 위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

여 기술기준 개발과 교차 테스트 등을 통해 상호연동

성을확보하 다. 

2001년부터 진행된 두 번째 단계의 상호연동은 이

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인증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

도록 애플리케이션의사용자 인터페이스개선을 중점

적으로 추진한 결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규격을

개발 완료하 다. 2002년 9월부터 공인인증기관별로

상호연동 기술규격이 적용된 인증모듈을개발 완료하

고, 10월부터 은행 등의 전자거래기관에 설치된 기존

인증모듈을 상호연동 기술규격이 적용된 인증모듈로

교체했다. 2004년 4월에는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을

지원하기위해한국정보보호진흥원산하에‘공인인증

서상호연동지원센터’가설립되어운 중에있다. 

(3) 무선공인인증의무화시급

최근무선인터넷뱅킹가입자가100만명을넘어서

면서 모바일 전자금융거래가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무선 공인인증 서비스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어 금

융사고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중심으로

2000년 8월부터국내무선PKI 기술기준및표준개

발을 위한 기술기준협의회를 구성하여 무선PKI 기술

기준 4종, 기술규격 총 11종을 개발하 다. 또한

2001년 6월 무선전자서명 Root CA시스템을 구축하

고, 2001년 9월부터 공인인증기관의 무선인증시스템

의실질심사를수행중이며, 2003년 6월현재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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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상반기

한국정보인증 11,176 260,996 558,806 706,697

한국증권전산 28,182 281,634 748,840 1,664,867

금융결제원 12,478 1,363,016 3,925,522 5,025,875

한국전산원 - 11,992 485,388 600,397

한국전자인증 - - 53,092 86,706

한국무역정보통신 - - 857 7,018

계 51,836 1,917,638 5,772,505 8,091,560

<표 2-4-13> 공인인증기관별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자료 :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www.rootca.or.kr)

개인 법인

인터넷뱅킹 4,646,376 464,114

인터넷증권거래 1,634,067 63,761

<표 2-4-14> 주요 응용분야별 공인인증서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자료 : PKI Status in Korea, KISA, 2004. 2.*2003년 12월말기준



보인증의 LGT, KTF, 한국증권전산의 SKT, KTF,

한국전자인증의KTF에대한심사가완료되었다.

2002년 10월 SKT는 무선공인인증업무를 위한 시

험운 을 완료하고, 2003년 3월에 무선인증서 탑재

가 가능한 단말기 10만 대를 출시하 다. KTF도

2003년 4월 시험운 을 완료하고 현재 200만 대의

단말기를 보급하 다. 특히 SKT는 한국증권전산과

공동으로 자사 무선망을 이용한 무선 공인인증 상용

서비스를 2004년 8월 4일 세계 최초로 개시하 다.

이를 통해 모바일 커머스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강화

해 휴대폰을 이용한 민원서류신청, 보험계약, 안전지

불결제 등 새로운 모바일 커머스 컨텐츠의 발굴이 가

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증권전산과 한국정보인증 등

은 지난 2002년부터 무선공인인증 시스템을 구축하

고 서비스 준비를 마쳤지만,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

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가 무선공인인증서 활용

의무화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상적

인서비스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에따라무선공

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기다리고

있는 공인인증기관들은 현재 모바일 뱅킹과 증권 거

래의 보안 취약성 및 사고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

모호함을지적하며 무선공인인증 서비스 의무화를 요

구하고있다. 

(4) 국가간전자서명상호인증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통신망의 발달은 국가 간 전

자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국

가 간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

이바로국가간전자서명상호인증이다.

정보통신부는국가간전자서명상호인증을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인증서

경로검증, 서버 기반 인증서 검증, 인증서 관리, 상호

인증 가이드라인, PKI 클라이언트를 위한 공통 인터

페이스 등의 상호인증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

고 있다. 2001년 6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

만, 홍콩 등 아시아 6개국이 주도해 전자서명을 기반

으로 한 지역 내 전자상거래 활성화, 그리고 국가간

전자서명상호연동표준화와관련된법제도, 정책, 기

술 등의 논의를 목적으로 아시아PKI포럼이 결성되어

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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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인증기관 발급대상 요금(유효기간) 이용분야

JPKI CA 개인 5,000원(3년) 전자정부

일본 법무성CA 법인 79,000원(1년) 전자정부, 전자입찰

JCSI 법인 100,000원(1년) 전자계약등B2B 거래

중국 CNCA 개인 5,600원(1달) 전자정부

정부기관CA 개인 무료 전자정부

대만
금융기관CA

개인 3,700원(1년) 인터넷뱅킹, 온라인주식거래

법인 74,000원(1년) 인터넷뱅킹, 온라인주식거래

싱가포르 Netrust
개인 35,000원(1년) 전자정부

법인 35,000원(1년) 전자정부, B2B 거래

홍콩 홍콩POST 개인 3,080원(1년) 인터넷뱅킹

<표 2-4-16> 아시아 주요국 공인인증기관의 유료화 현황

자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4.

공인인증기관 발급대상 요금(유효기간) 이용분야

Digital Signature 개인 27,840원(1년) 주전자정부, 

Trust 법인 203,000원(1년) 보안메일

Verisign 개인 17,342원(1년)

농림부/ 법인 수수료미확정 연방전자정부, 

재무성CA 보안메일

AT&T 개인/법인 거래별로약464원 연방전자정부

ORC 법인 174,000원(1년) 국방부전자정부

<표 2-4-15> 미국 공인인증기관의 유료화 현황 단위 : 원

자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4.



다. 국내외 공인인증서 유료화 현황

우리나라는2004년9월11일을기해, 그동안공인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발급되던전자거래

범용 개인인증서를 연간 4,400원의 가격으로 유료화

하기로 하 다. 하지만 인터넷 뱅킹이나 사이버 증권

거래, 온라인 보험 등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용도제한

용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무료 발급이 허용된다. 아

울러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공

인인증서 사용을 의무 적용하려던 방침은 2년간 유예

하기로했다. 

전세계 주요 국가의 공인인증서 유료화 현황을 살

펴보면, 우선 미국 공인인증기관은 철저하게 공인인

증서의유료화를기본방침으로하고있다. 또한아시

아 및 EU 주요국가의 경우에도 전자정부 서비스, 인

터넷 뱅킹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안정된 전자서명 정책을 추진

하면서아시아PKI 종주국인한국을빠르게추격하고

있다. 중국은 500만명의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

으며, 일본 역시 공인인증제도 시행 6개월여 만에 30

만명의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유료화 분야에서

는한국을앞서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 3절전자결제대행서비스

1. 개요

가. 정의 및 연혁

전자결제대행서비스(PG, Payment Gateway)는

일반적으로“전자상거래에서PG업체가지급결제처리

를위한대행계약을맺고구매자가선택한은행, 신용

카드사, 통신업체 등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

스”를 지칭한다. PG 서비스를 이용하면 판매자는 온

라인 상에서 결제처리를 위해 여러 은행이나 신용카

드사와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고, 거래대금의 정산도

결제업무를 대행 처리하는 PG업체를 통해 이루어지

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 관리

가 불필요해져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쇼핑몰을

운 할수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PG 서비스는 1997년 1월 데이콤

이PC뱅킹서비스를이용하는천리안PPP 고객을대

상으로 계좌이체 대행서비스를 개시한 것이다. 그러

나 당시만 해도 온라인 쇼핑몰은 시장 형성 초기 기

때문에PG 서비스라는용어도생소했을뿐만아니라,

계좌이체PG 서비스도그다지활성화되지않았다. 

PG 서비스가 본격화된 것은 인터넷 쇼핑몰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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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인증기관 발급대상 요금(유효기간) 이용분야

벨기에 정부CA 개인 14,260원(5년) 전자정부

덴마크 Euro Trust 개인 무료 전자정부

핀란드 PRC 개인 무료 전자정부

독일 Telekom Telesec 공무원 85,560원(1년) 전자정부

그리스 ASYK 법인 온라인증권거래수수료로대납 온라인증권거래

이탈리아 CA 법인 213,900원 전자정부

스페인 FNMT 개인 무료 전자정부

에스토니아 AS Sertifitiseerimi Skeskus 개인 14,260원/카드 전자정부, 금융거래

슬로베니아
Sigen CA 개인 14,260원 전자정부

Halcom CA 법인 142,600원 인터넷뱅킹

노르웨이 ZebSign 개인 12,834원(1년) 정부온라인복권

<표 2-4-17> EU 주요국 공인인증기관의 유료화 현황

자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4.



과 함께 기존 오프라인 신용카드 거래중계를 담당하

던 VAN 사업자들이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중계사업

에 진출하고, 인터넷 쇼핑몰 대상의 신용카드 거래중

계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PG 서비스 공급업체가 나타

나면서부터이다. 여기에 무선통신망의 확대로 휴대폰

을 이용하여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PG 업체가

등장하면서PG 서비스는더욱활성화되었다. 

나. 유형

전자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

라 신용카드 대행서비스, 계좌이체 대행서비스, 그리

고 휴대폰결제 대행서비스 등으로 나뉜다. 초기 B2C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전자결제 대행서비스는 신용

카드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 으나, 최근에는 다양

한 전자결제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틈새시장인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결제, 전자화

폐, ARS 및 ID 결제, 포인트 결제 등 구매고객들의

결제 취향, 보유 결제수단 또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성격에맞는결제수단들이개발되고있다.

한편 B2C 시장에서의 이러한 진전과는 달리 B2B

시장에서는 국내 환경의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전자

결제 대행서비스가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향후 B2B

거래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체의 결

제 관행에 맞는 B2B 전자결제수단의 구축을 통해 거

래부터 대금결제까지이어지는 완결된 형태의 전자상

거래시스템구축이절실하다. 

현행B2B 시장의결제수단으로는기업구매전용카

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온라인 송금, 전자외상매

출채권등이있다. 현재B2B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전문적으로서비스하는 업체들은 거의 전무한 형편이

며, 시스템통합(SI)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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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 결제방법 대표업체

신용카드 신용카드결제 이니시스, 데이콤, 한국정보통신, KS-Net, KCP, 텔렉, 티지코프등

ISP결제 인증서기반신용카드결제 이니시스, 텔렉등

휴대폰결제 휴대폰요금결제 인포허브, 엠차지, 다날등

계좌이체 은행계좌이체결제 인터넷뱅킹: 이니시스, 마이핑거가상계좌이체: 웹캐쉬, KS-Net실시간CMS: 데이콤

전자화폐 IC칩형, 네트워크형 IC칩형: 몬덱스코리아네트워크형: 이코인, 사이버패스

ARS/ID패스 인터넷초고속망요금결제 시스윌, 소프트패 리

포인트결제 SK OK캐쉬백 이니시스, KS-Net, KCP

<표 2-4-18> B2C 시장의 전자결제 대행서비스 유형

자료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4

결제수단 장점 단점

기업구매전용카드 어음과같이지급지연가능 타은행확장곤란

지급불이행감소 수수료율및이자율

거래내역DB화가능 담보제공부담

기업구매자금대출 어음결제보다유리한결제 대기업들에게유인감소

기업결제요구다양화 금융기관의대출기피

전자어음대출 은행매개로인한어음부도폐해방지 초우량대기업대상

시간, 인력경감 외상매출채권할인율이일반어음보다높음

협력업체측은외상매출채권관리비용절감/유동성제고 개별은행으로확장성미흡

전자외상매출채권 어음과수표기능장점혼합 양도거듭시무효가능성큼

원인채무관계의유인성 절대적신뢰성부족

<표 2-4-19> B2B 시장의 전자결제 유형

자료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4



다. 서비스별 업무수행 절차

(1) 신용카드대행서비스

신용카드PG는구매자가상품을구매한후, 구매대

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인터넷 쇼핑몰을 대신하

여 신용카드사에 거래승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인

터넷쇼핑몰에게전송하는역할을하고있다. 보통전

문 PG업체가 중계기관으로서 인터넷 쇼핑몰과 신용

카드사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를 중계하고, 구매대

금 결제까지 대행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프라

인에서신용카드거래를중계하는VAN 사업자가PG

업체와 신용카드사를 연결하는네트워크 제공자 역할

을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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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현황과전망, 금융감독원, 2002.10.

<그림 2-4-3> 신용카드대행서비스 업무수행 절차

온라인고객

①∼③: 구매자가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구매하고, 신용카드결제를위한정보를인터넷쇼핑몰에서제공하는신용카드PG의프로그램에
입력하면대행서비스업체는이정보를제공받아신용카드사에전송하고승인을요청한다.

④∼⑥: 신용카드PG의승인요청을수신한신용카드사는신용정보를확인하여승인결과를대행서비스업체에게전송하고, 신용카드PG는다시
승인결과를인터넷쇼핑몰에게전송하게되며, 이를통보받은인터넷쇼핑몰은재화또는용역을제공한다.

⑦∼⑩: 인터넷쇼핑몰이신용카드PG에게신용카드대금을대신받아줄것을의뢰하여(통상이절차는생략됨) 카드매출전표의매입을요청하고,
이에신용카드사는대행서비스업체로부터카드매출전표를매입하여대금을지급한다. 대행서비스업체는쇼핑몰에대금을지급하며, 일정
기간경과후구매자는대금을신용카드사에게지급함으로써모든결제과정을완료한다. 

쇼핑몰

카드회사PG

10. 대금지급

3. 승인요청

9. 대금지급
7. 매입의뢰

5.승인번호

2. 결제정보

11. 대금지급

8. 매입요청

4. 승인결과

1. 상품검색
및주문

6.
배송

자료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현황과전망, 금융감독원, 2002.10.

<그림 2-4-4> 계좌이체 대행서비스 업무수행 절차

쇼핑몰

2. 지불정보전송

5. 처리내역통보

6. 상품
배송

1. 구매요청/
지불정보

(계좌번호등)
전송

3. 계좌출금요청/
쇼핑몰계좌
입금요청

4. 처리
결과전송

은행PG

온라인고객 은행

①∼②: 온라인고객은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구입하기위하여
지급결제에필요한은행계좌번호를쇼핑몰에
전송(출금수권)하고인터넷쇼핑몰은전송받은계좌정보를
은행PG에전송

③∼④: 은행PG는전송받은정보와기존에등록하고있는인터넷
쇼핑몰의해당은행계좌정보를은행에전송하면서고객의
계좌로부터해당물품구입에따른금액의출금요청과동
금액의인터넷쇼핑몰은행계좌로의입금요청을동시에
수행하고, 은행은입·출금결과처리정보를다시은행PG로
전송

⑤∼⑥: 은행PG는인터넷쇼핑몰에게결제확인을통보하고,
쇼핑몰은입금내역을확인한후고객에게해당물품을
배송한다.



(2) 계좌이체대행서비스

계좌이체 PG는 상품 구매대금을 구매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출금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게출금정보를즉시제공하는형태의PG이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입금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무통장 입

금에 비해 업무부하가 적고,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수

수료도 저렴하다. 실시간 계좌이체의 경우 신용카드

에 비해 이용 비중은 작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신용카드 다음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지

급결제수단이다.

(3) 휴대폰지급대행서비스

소액결제PG는게임, 컨텐츠와같이비교적소액인

상품 구매대금을 휴대폰 이용요금, 일반전화 이용요

금, ADSL 이용요금 등에 합산하여 구매자에게 청구

하고, 통신업체에서 동 구매대금을 지급받아 인터넷

쇼핑몰에지급하는역할을한다. 

2. 현황 및 전망

가. 시장 규모

전자결제대행서비스시장은전자상거래를위한인

프라 산업으로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없다.

새로운 결제수단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전자결제

시장이형성될수는있으나, 이역시기존전자결제사

업을 보완하고 전자결제 시장의 전체 규모를 확대시

키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무선 인터

넷의 확산과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성장으로 인하여

휴대폰, PDA 등과 같은 이동통신기기등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B2B 시장과 접목하여 새로운 시장 역을 창출, 확산

하게되었다.

지급결제수단별 이용현황을 보면, 2004년 3사분기

를 기준으로 신용카드가 6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있고, 그다음으로계좌이체가27.9%, 전자화

폐가 1.2%, 기타가 2.7%를각각차지하고있다. PG

서비스의 도입 초기, 90% 이상을 차지하던 신용카드

의점유율은크게감소한반면, 계좌이체는크게증가

하 다. 이는 신용카드가 안전결제서비스와 같은 본

인인증절차를도입하면서이용이감소한반면, 그대

체수단인계좌이체나 여타 지급결제수단의이용이 증

가한것으로풀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2002년 11월발표한‘국내전

자지불산업의동향및전망’에따르면, 국내전자지불

산업의 61개 업체의 총거래규모는 4조 9,886억원

(2001년)으로 조사됐다. 앞으로의거래규모는 2001

년 약 5조원에서 2007년에는 36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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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현황과전망, 금융감독원, 2002.10.

<그림 2-4-5> 휴대폰지급대행서비스 업무수행 절차

쇼핑몰

6. 대금정보생성, 전송

12. 상점정산

2. 지불정보전송

9. 대금청구

10. 대금수납

4. 고객확인후거래암호전송

7. 상품
배송

1. 구매요청/
지불정보(휴대폰
번호등) 전송

5. 거래암호전송

3. 고객확인
요청/거래암호
생성, 전송

8. 대금정보전송

11. 수납
정보&
수납금액
인도

모바일PG

온라인고객
(휴대폰가입자)

이동통신사

①∼③: 고객이상품의구매과정에서본인의휴대폰번호및기타
본인확인을위해필요한정보를전송하고, 이를받은인터넷
쇼핑몰은모바일PG에전송받은휴대폰번호등을전송하며,
모바일PG는다시해당이동통신업체에본정보를전송하여
본인확인정보발신을요청한다.

④∼⑦: 이동통신업체는휴대폰번호를통해고객의가입여부를확인하고
승인번호등을암호화하여해당휴대폰번호로전송한다. 고객은
전송받은승인번호등을인터넷쇼핑몰에입력하고인터넷쇼핑몰은
관련구매금액을해당모바일PG에다시전송하고고객에게관련
물품등을배송한다.

⑧∼⑫: 모바일PG는인터넷쇼핑몰로부터전송받은대금정보를
이동통신업체에전송하고휴대폰사용금액결제일에이동통신업체는
고객에게구매대금과전화요금을합산하여청구한다. 이후고객이
합산대금을지불하면이동통신업체는수금된합산요금중
물품대금만을따로모바일PG에게지급하고다시모바일PG는
인터넷쇼핑몰에일정수수료를제하고대금을지급한다.



대외적인 환경도 나아지고 있다. 신용카드 업계의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기미를 보이는 데다 전자금융

거래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따라 그동안 성장장

애 요인이던 제도적 기반 미흡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

이열린셈이다.

나. 업체 현황

PG 업체는 크게 PG 서비스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전문PG업체, 자체통신인프라를기반으로PG

서비스를제공하는VAN 사업자, 통신업체등으로구

분할수있다. PG 업체가제공하는주요지급결제수

단으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이있으며, 이와같은지급결제수단을모두통합하

여제공하는업체도있다.

(1) 휴대폰결제서비스

휴대폰결제서비스는현재인터넷유료사이트결제

방식 가운데 7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주요 소액결

제수단으로자리잡았다. 지난 2000년하반기에서비

스가 개통된 이후, 2001년 약 900억원(결제금액 기

준), 2002년 2,700억원, 2003년에는 4,000~4,700

억원규모에이른것으로추정된다. 

또한 지난 2004년 9월부터 무선망 개방으로 많은

포털 사이트들이 무선 콘텐츠 제공을 위한 과금시스

템을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휴대폰결제 시장은 지속

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모빌리언

스(브랜드명엠캐쉬), 다날(브랜드명텔레디트), 인포

허브(브랜드명 와우코인) 등의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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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3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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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73.9 73.6 74.6 73.2 70.7 69.0 68.2

계좌이체 22.4 23.1 22.3 23.1 25.9 27.4 27.9

전자화폐 2.0 1.6 1.5 1.6 1.2 1.2 1.2

기타 1.8 1.7 1.6 2.1 2.3 2.4 2.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4-20>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지급결제 수단별 이용현황 단위 : %

자료 :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결과, 통계청, 2003, 2004.

구분 주요업체 특징

신용카드PG 금융결제원, 이니시스, KCP, KSNET, 티지코프, 페이게이트등 전문PG업체와VAN 사업자간결쟁

계좌이체PG 금융결제원, 뱅크타운, 데이콤등 -

소액결제PG 다날, 모빌리언스, 인포허브, 엠차지정보기술등 통신업체와제휴

<표 2-4-21> 주요 PG 서비스 제공업체

자료 :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시장동향, 금융결제원, 2004. 6.

구분 다날 모빌리언스

주요사업 PG 서비스, 인터넷컨텐츠서비스등 PG 서비스, 모바일컨텐츠서비스등

서비스개시 2000년7월 2000년7년

서비스명 Teledit Mcash

지급결제수단 휴대폰, 일반전화, 신용카드, 기타(OK Cashbag) 휴대폰, 일반전화, 신용카드, 기타(모네타캐쉬, ID-PAY)

제휴쇼핑몰 약4,000개 약5,200개

기타 부조금결제대행서비스실시(2003년10월) 하나은행공동모바일에스크로서비스실시(2003년3월)

<표 2-4-22> 다날과 모빌리언스 비교

자료 : 전자신문, 2003. 8. 21.



(2) PG 서비스

전자상거래 확대의 촉매제 역할을 해온 인터넷 PG

시장역시대중화, 보편화단계를넘어꾸준한성장세

가 예상된다. 다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장경쟁 탓에

대다수 업체가 박한 수수료 마진구조에 시달리는 상

황이다. 주요 업체는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과 신규사

업 발굴,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간다는구상이다.

현재 이니시스(브랜드명 이니페이), 데이콤(브랜드

명 e크레디트), KS-Net, 한국사이버페이먼트(KCP),

한국정보통신(KICC), TG-corp, 엠팟(브랜드명 텔

렉) 등 대기업군에 속한 업체에서부터 중소 벤처기업

에 이르기까지 약 15~20여개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

한편최근PG 업체들은은행과제휴를맺고은행에

물품 판매 대금을 예치해두는 형태의 에스크로(Esc

row)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에스크로 서비스란 전

자상거래 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에 대해 합

의한 뒤 상품 배송 및 결제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약

속 불이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 3의 회사가 관리,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

의거래안전을도모하는서비스다. 예를들어구매자

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물품 대금

을 중계기관에 입금하면, 판매자는 물품 대금이 중계

기관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물품을 구매자에게 발

송한다. 구매자가 물품이 잘 도착했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중계기관에 예탁해 둔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해도 좋다고 통지하면, 중계기관은 판매자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구매자에 대한 보

호뿐 아니라 판매자도 후불제를 했을 경우, 구매자에

게 채권 추심을 하는 등 각종 위험과 비용을 절감, 안

심하고거래를진행할수있는장점이있다.

다. 전망

신규 전자결제대행 서비스 업체가 급증하면서 각

업체들은 매출증대를 위해 저가의 중개수수료 또는

적자를 감수하고서도 업을 계속하고 있다. 진입장

벽이 낮아 소규모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며,

한때는100여개업체가난립하기도하 으나, 현재에

는실제로 업을하고있는업체는약50개로추산되

고있다. 

앞으로 중소형 업체들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중대

형업체위주로시장이재편될것으로전망된다. 현재

이니시스, 케이에스넷, 한국사이버페이먼트, 티지코

프, 데이콤, 엠팟등 10위권에들어있는업체가시장

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중소형 기업들이 경 위

기로 문을 닫거나 인수합병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가

정하면, 이런추세는앞으로가속화될전망이다.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PG 업체들은 직접

쇼핑몰을 운 하거나 인터넷 복권사업을 하는 등 신

규사업을추진하기도하고, 온라인신용카드조회, 전

자지급 솔루션 판매 등 기존의 부가사업을 더 강화해

가는 추세이다. 또한 해외 업을 강화하고 업체 간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190 2005 -비즈니스백서

제4장
e-비즈니스지원산업동향

구분 이니시스 한국사이버페이먼트

주요사업 PG 서비스, 쇼핑몰운 PG 서비스

서비스개시 1998년12월 2000년9월

서비스명 INIPay Payplus

지급결제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몬덱스),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기타(문화상품권, OK Cashbag 등) 기타(OK Cashbag, LG Mypoint 등)

월평균거래금액 700억원 550억원

제휴쇼핑몰 약7,000개 약5,500개

기타 2003년12월엠팟인수합병

<표 2-4-23> 이니시스와 한국사이버페이먼트 비교

자료 : 매일경제, 2004. 2. 9.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도 하며, 가맹점에 대한 단

순 가격경쟁 보다 서비스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

고있다. 

이러한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인터넷 쇼핑 및 벨

소리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이용 대금 결제가 주를 이

뤘던 전자지불결제 역이 오프라인으로 확대되고있

다. 상품구매외에각종결제업무가인터넷기반으로

옮겨가면서 각종 서비스 월 이용료, 공과금, 회비는

물론 피자 배달 등에도 온라인 결제가 활발히 이용되

고있다. 이에따라PG 업체들도비온라인부문에대

한 시장 확대를 2005년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관련가맹점확대에박차를가하는양상이다.

제 4절전자상거래보증서비스

1. 개요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

기 어려운 제도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필수요소인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

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인

B2B 전자상거래 대금지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조달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도입되었다.

전자상거래 보증 및 게이트웨이 시스템은 국내 전

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귀중한 인프라로서, 구매 기

업은 구매대금 결제의 유연성 확보, 어음발행 감축에

따른비용절감효과, 오프라인거래보다유리한조건

의 물품구매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판매기업은

비대면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의 불확실성 해소, 매출

채권의 안정적 회수로 유동성 확보, 어음거래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 담보확대에 따른 매출증가를 기대할

수있다.

가. 21세기형 B2B 전자상거래시스템의 구축

국내전자상거래시장은B2C에서B2B 중심의시장

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지난 1998년 후반부터 B2B

시장이 B2C 시장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현재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기업들이 인

터넷기반시스템에많은투자를하게되면서B2B 시

장규모는더욱성장할것으로기대된다. 

이에 시장 참여자도 과거 특정 판매자와 구매자 간

의전자상거래를단순중개하는방식의수직e-마켓플

레이스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

래에 참여하고, 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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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전략

이니시스 피자헛등프랜차이즈물품구매, 협·단체회비, 학원수강료등다양한 역으로결제대행시장을확대

모빌리언스 케이블TV 월수신료및신문대금에대한휴대폰결제서비스제공

인포허브 위성방송월수신료, 전자정부사이트를통한각종민원서류발급비, 열린우리당당비, 적십자회비등다양한수납업무에휴대폰

결제서비스제공

다날 2003년10월선보인부주닷컴(http://www.bujoo.co)을통해결혼식축의금, 동창회비등다양한경조사비에대해휴대폰결제서비스,

행자부사이트에서제공하는온라인고시접수결제서비스제공

<표 2-3-24> 주요 PG 업체의 오프라인 시장확대 전략

자료 : 전자신문, 2004. 11. 26.

구매기업측면 판매기업측면

구매대금결제의유연성제고 매출채권의안정적회수및유동성확보

어음발행감축에의한관련비용의절감 비대면거래의위험제거

일정요건충족시구매대금의0.5% 세액공제혜택 매출확대

<표 2-3-25>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이점



제공하는 업체들이 연계되는 수평적 e-마켓플레이스

를선호하고있다. 이에따라거래프로세스의표준화

를 바탕으로 한 자금보증정보 등 전자상거래 주요 요

소의 역별 협업기능이 총 망라되는, 개방적이고 다

기능성의발전적B2B 전자상거래시스템을요구하고

있다.

나. 신뢰성있는 B2B 전자상거래시장의 형성

B2B 전자상거래시장의양적팽창에불구하고질적

성장이 지연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의 부

재로 인해 거래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다음

과같이몇가지이유가있다. 

첫째, 대금결제의 현금화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자

금수요와 신용취약에서발생되는 대금지불 능력의 부

족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대다수 중소기업이소외

될위험성이있다. 둘째, 외상거래의주요거래수단인

어음거래에 따른 대금회수의 불확실성과 연쇄도산의

위험이상존하고있다. 

셋째, 자금조달시스템 미비로 인해 거래는 온라인

에서, 대금결제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이중적

상거래관행이형성되었다. 이로인해거래의불편뿐

만아니라무자료거래등거래노출을꺼리는인식이

팽배하다. 넷째, 짧은역사와취약한경 기반으로인

해 B2B e-마켓플레이스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

되어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자상거래 당사자인 판매자,

구매자, e-마켓플레이스의힘만으로는해결할수없는

한계가 있다.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

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의 대금지불 능력 부

족과 대금회수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

다. 또한거래프로세스의표준화등을통한접근성과

편의성 높은 전자상거래 금융 및 보증상품이 연계되

는종합지원시스템이필요하다.

2. 현황 및 전망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2001년 9월, 신용보증기금

에서최초로시행되었으며, 신용보증기금, 은행및 e-

마켓플레이스가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

록 개발되었다. 여기에는 XML, PKI 및 전자인증 등

첨단정보보호기술이활용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전자상거래 보증 규모는 지난

2001년 첫 해 19억원에 불과했지만, 2002년 922억

원(370개중소기업이용), 2003년 3,608억원으로급

증 추세에 있다. 2004년에는 상반기까지 4,255억원

을 지원했고, 연말까지 모두 7,000억원 이상 보증할

예정이다. 이로부터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행시

애로사항으로여겨졌던 결제자금 부족문제해결에 크

게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또한2002년9월부터삼성전자, INI스틸등대기업

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보증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

다. 이에따라, 2003년에는전체보증규모를5,000

억원으로 확대하고, 일반보증의 경우 기업당 현행 보

증한도를30억원(매출액의1/4)에서100억원(매출액

의1/2)으로확대하 다. 

가. 보증상품 및 업무 프로세스

전자상거래보증은 크게 전자상거래 대출보증과 담

보보증으로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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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B2B 52,328 108,946 155,708 206,854(88.0%)

B2G 900 7,038 16,631 21,634 (9.2%)

B2C 73 2,580 5,043 6,095 (2.6%)

기타 4,497 417 428 442 (0.2%)

전자상거래액
57,558 118,980 177,810

235,025

총규모 (100.0%)

<표 2-4-26> 거래주체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단위 : 십억원, %

자료 : 전자상거래통계조사결과, 통계청, 2004

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추정)

금액 19 922 3,608 7,000

<표 2-4-27> 전자상거래 보증실적 단위 : 억원

자료 : 전자신문, 200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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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신용보증기금(www.shinbo.co.kr) 

<그림 2-4-6> 전자상거래 대출보증 업무흐름도

구구매매기기업업 판판매매기기업업

금금융융기기관관신신용용보보증증기기금금

BB22BB 마마켓켓플플레레이이스스

⑦물품배송

①대출상담

⑤매매계약체결

③조사, 심사 ⑧대금지급

⑥거래정보

④전자보증서발급

②보증신청서전송

⑥거래정보

<그림 2-4-7>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의 업무흐름도

구구매매기기업업 판판매매기기업업

신신용용보보증증기기금금

BB22BB 마마켓켓플플레레이이스스

⑥물품배송

④매매계약체결

①보증신청 ③전자보증서발급

②조사, 심사

①보증신청서전송⑤거래정보

①금융기관을통해B2B 결제를하고자은행에대출상담

②은행에서담보로기금의전자상거래대출보증서를요구하는경우은행에서보증신청서를기금으로전자적으로전송(구매기업은기금

회원이어야함) 

③전송된신청서는기금관할 업점으로자동전송되어담당자가접수하고, 신용조사/심사실시(진행상황은기금홈페이지에서조회가능) 

④보증승인시약정및보증료납부후기금이은행으로전자보증서전송

⑤구매기업은전자보증서를담보로해당은행에B2B 관련대출신청및약정체결

⑥~⑧은행에대출한도설정후e-마켓플레이스에서거래가체결되면, 거래내역을기금및은행으로전송하며매매계약서에기해대출실행후

판매기업에게대금지급

①전자상거래담보보증서로구매기업과판매기업이외상거래를하고자하는경우e-마켓플레이스에서보증신청서를전자적방식으로기금으로

전송(일부대기업의경우구매기업이직접기금홈페이지에서보증신청가능)

②전송된신청서는기금관할 업점으로자동전송되어담당자가접수하고신용조사/심사실시(진행상황은기금홈페이지에서조회가능)

③보증승인시약정및보증료납부후기금이전자보증서발급. 판매기업은기금홈페이지에서전자보증서를다운로드받아파일을보관(일부

판매형e-마켓플레이스및대기업에게는전자적방식으로전자보증서전송)

④~⑥구매기업은전자보증서를담보로해당마켓플레이스에서거래체결및대금지급기일에판매기업에대금지급(보증서한도내에서

외상거래가능)



(1) 전자상거래대출보증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은 기업이 전자상거래로 발생

하는 대금을 지급하기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

을차입하는경우에신용보증을하는것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여신상품으로는 기업구매자금대

출, 기업구매전용 카드대출, B2B구매론, 종합통장대

출등이있다. 대상기업은중소기업및30대주채무계

열 소속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이며, 한 기업에 대하여

최고100억원까지신용보증하고있다. 

(2) 전자상거래담보보증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은중소기업이물품또는용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대금지급 채무에 대하

여 신용보증하는 것이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 한

하며, 한 기업당 최고 보증한도는 100억원이다. 전자

상거래 담보보증은 금융기관의대출이 발생하지 않고

기업 간의 대금지급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불확

실성을 해소하며 신용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전자상거

래를활성화한다는데그의의가있다.  

나. 전자상거래 보증협약 체결기업

현재 전자보증시스템과 관련하여 온라인 측에서는

애니스틸(철강), 파텍21(산업기자재), 아이마켓코리

아(건설자재), 오일체인(유류) 등 11개 마켓플레이스

가, 오프라인에서는 삼성전자, INI스틸, 대림산업, 엘

지정유, 비엔지스틸등6개대기업이참여중이다.

또한 이미 시행중인 신한, 하나, 한미은행 외에

2003년 하반기에는 국민, 기업, 우리은행 등에서도

보증과 관련한 시스템개발이완료되어 대부분의 대형

금융기관들과도 전자상거래 보증업무가 가능하게 되

어전자상거래보증은더욱확산될전망이다.

다. 전자상거래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보증지원시스템은

보증기관, 금융기관및e-마켓플레이스간에개별적으

로 연결되어 있어 네트워크 구성이 복잡하고 이종 시

스템 간 인터페이스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중복 투

자를야기한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또한이로인해

다양한 유형의 전자상거래나지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거래 프로세스 표

준화등B2B 전자상거래를보다발전시킬수있는개

방적인 공동 노력과 이를 추진할 구심점 확보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B2B 전자상거래 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한다.

또한다양한정보DB 구축과활용, 자금및보증등

이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시장 참

여자의 발전과 아울러 IT 기반 산업, 지식 기반 산업

및 물류·배송산업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추구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B2B 전자상거래의 로벌화에

기여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주관사업자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자상거래를 종

합적으로지원할수있는시스템(Gateway)을구축하

고있다. 

전자상거래 종합지원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달리

e-마켓플레이스가 금융기관과 개별적으로 직접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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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회사명 취급품목

마켓플레이스 애니스틸 철강

(11개) 베스트폴리머 화학(폴리머)

오피스코리아닷비즈 지류유류

오일체인 컴퓨터외

드림컴퓨터랜드 홈쇼핑/인터넷품목

쇼핑링크 산업기자재

파텍21 컴퓨터/주변기기

마이크로씨엔씨 인화지,출력기

애플포토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인투스테크놀로지 건설자재

아이마켓코리아

대기업 삼성전자 컴퓨터및주변기기

(6개) 대림산업 폴리머

INI스틸 철강

황금에스티 스테인리스

엘지정유 유류

BNG스틸(舊삼미특수강) 철강

<표 2-4-28> 전자보증 시스템 참여 마켓플레이스 및 대기업 현황

자료 : 전자상거래신용보증규모보도자료, 산업자원부, 2003.1.



시스템을 연결할 필요없이게이트웨이 시스템과 단일

접속을통하여자금조달및결제, 신용보증, 기업평가

및 물류 등 전자상거래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

용할수있다. 

전자상거래 종합지원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 되

면, 현행 우리나라 B2B 거래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

항중의하나인어음결제관행의온라인화는물론, 전

자상거래 전 프로세스의 결제가 자동적으로처리됨으

로써 전자상거래의 내실화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전망된다. 

(1) 현행방식

현재 e-마켓플레이스가신용보증, 결제, 물류등부

가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 기

관과 직접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때보안등전산시스템이상이할뿐만아니라

전산인력의부족으로한계를느끼고있으며, 중복투

자의문제가발생한다. 특히기존거래은행을이용하

지 못하는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이 자금조달 및 대금

결제에애로를겪고있다.   

(2) 게이트웨이방식

게이트웨이 시스템은 현행방식을 개선하여 e-마켓

플레이스 및 시범업종 등에서 단독으로 구현하기 어

려운부가기능(인증, 결제, 물류, 무역등)을게이트웨

이로의 단일 접속채널을활용하여 공통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종합적인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한다. 그

장점으로는 첫째,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공히 주거

래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판매기업은 복

수의 e-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여 판매채널을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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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자상거래신용보증규모보도자료, 산업자원부, 2003.1.

<그림 2-4-9> 게이트웨이 방식의 보증제도 운 시스템

거거래래의의안안정정성성보보장장

게이트웨이

신용보증, 신용정보, 물류정보, 자금지원, 대금결제등

구매기업 판매기업

보증기관 평가기관 물류/보험

금융공동망

구매기업거래은행 판매기업거래은행

정부기관

개별마켓플레이스

자료 : 전자상거래신용보증규모보도자료, 산업자원부, 2003.1.

<그림 2-4-8> 현행 보증제도 운 시스템

구매기업

개별마켓플레이스

판매기업

금융기관

보증기관

평가기관

물류/기타

거래및
여신정보등

거래및
보증내역등

기업정보
신용정보

물류및
보험정보등

보증및
여신정보등

신용
평가

신용
보증



수 있다. 셋째, 구매기업은 세제 혜택과 구매자금 지

원을받을수있게된다. 

제 5절정보보호서비스

1. 개요

최근에이르러인터넷과이메일사용이보편화되면

서 각종 유형의 정보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급속하

게 유통되고 있다. 또한 광대역 정보통신망의 확충과

더불어 전자상거래 활동이 활성화되는 등 정부나 기

업, 개인의사회, 경제적활동들이상당부분정보통신

인프라를바탕으로이루어지고있다.

한편, 이와함께인터넷등의컴퓨터통신망을통해

서개인이나기업의정보가위조또는변조되고, 허락

없이 유출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고 있다. 심각하게는 시스템이나 데이터의 파괴 행위

까지 발생하여 경우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으로 극도

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나, 이

에 대한 완벽한 보호대책이나 해결책이 아직까지 개

발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가. 정보보호의 개념과 연혁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라 함은‘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

ㆍ변조ㆍ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수

단’으로정의할수있다. 정보보호산업은이러한정보

보호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서비

스를 개발, 생산,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정보보호 정

책의 마련 및 사후 관리활동을 포함하는 경제활동

역으로정의된다.  

현재 많은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은 네트워크 상의

정보보호 방안으로 파이어월, 침입탐지시스템, VPN

(가상사설망) 등과 같은 다양한 보안제품들을 설치,

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몇몇 보안제품들의 설

치만으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양

한 솔루션들을 보안정책에 따라 통합적이며 균형있게

설치, 운 하는, 이른바보안솔루션의다각화와능동

적인보안시스템의구축이최근의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정보보호기술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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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품및서비스구분 정 의

시스템및 바이러스백신 컴퓨터바이러스등시스템유해요소진입차단및손상된시스템복구용제품

네트워크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외부망에서해커등비인가자가내부망으로침입하는것을차단하는소프트웨어또는하드웨어

보안제품
가상사설망(VPN)

공공망에서지점간안전한터널링을설정하여전용회선을사용하는것처럼실질적인사설망기능을

제공해주는제품

공개키기반구조(PKI)및암호화
공개키암호기술을이용한인증프레임워크로인터넷과같은개방형환경에서인증기관이발행하는

인증서를통해전자문서의무결성, 기 성, 부인방지등을보장해주는제품

침입탐지시스템(IDS) 실시간으로네트워크또는컴퓨터시스템에서내외부사용자에의한불법행위를탐지하는소프트웨어

PC보안 개인용컴퓨터의정보보호를위한소프트웨어또는솔루션

서버보안 서버용컴퓨터의정보보호를위한소프트웨어또는솔루션

전자우편보안 전자우편의보안상취약점을개선해주는기능을가진제품

무선인터넷보안 모바일인터넷의정보보안을해결해주는제품

보안관리ESM 여러형태의정보보호제품을통합하여관리하는소프트웨어

보안서비스 보안관제서비스 기업이나기관의보안업무를통합하여위탁관리(아웃소싱)하는서비스

인증서비스
사용자신원확인및전자문서의안전·신뢰성을보장하기위한인증기관의인증서발급및검증수단을

제공하는서비스

보안컨설팅 기업이나기관의정보보호취약점을분석하고그에맞는최적의보안솔루션을제공하는서비스

<표 2-4-29>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개요

자료 : 개인정보보호백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2.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파이어월 중심의 네트워크 보호

기술과 인터넷 뱅킹과 같은 응용 서비스 보호기술에

있어서국제적수준을확보하게되었다. 그러나, 정보

보호기술 선진국에 비해 정부 차원의 기술개발 투자

지원과 민간업체들의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암호기술 등 정보보호 기반기술

과해킹바이러스대응등시스템및네트워크보호기

술은 아직까지 기술 선진국에 비해 2~5년 정도 격차

가나고있다.

나. 정보보호의 필요성 및 위기관리 실태

2003년 1.25 인터넷 대란은 우리사회에 정보보호

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사건이었다. 공들여 쌓

아왔던인터넷강국의신화가웜(Worm) 하나에무너

질 수 있음을 지켜보면서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는 IT

인프라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겼

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발표에 의하면, 국내 해킹사

고발생건수는일반해킹, 웜, 스팸릴레이를포함하여

2001년의 5,333건에서 2003년 2만6,179건으로 크

게증가하 다. 바이러스의경우에도신종및변종바

이러스의출현건수가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03년 5월 국내 제조업체 300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국내기업의 정보보안 위기

관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97.5%가 정보보안

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응답업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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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002년 2003년

일반해킹 4,265 6,684 13,184

일반웜 1,003 2,971 4,719

스팸릴레이 65 5,537 8,276

합계 5,333 15,192 26,179

<표 2-4-30> 해킹 발생건수 추이 단위 : 건수

자료 :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각년각월호

항목 전체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전혀중요하지않음 0.4 (1) - 0.5 (1)

그다지중요하지않음 2.1 (5) - 2.5 (5)

약간중요함 32.5 (79) 50.0 (20) 29.1 (59)

상당히중요함 65.0 (158) 50.0 (20) 67.9 (138)

합계 100.0 100.0 100.0

<표 2-4-32> 정보보안 위기관리의 중요성 단위 : %, 개수

자료 : 국내기업의정보보안위기관리실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03.6.

*( )안은응답업체수

2001년 2002년 2003년

신종출현건수 194 232 108

피해신고접수건수 65,033 38,677 85,023

<표 2-4-31> 바이러스 신고건수 및 신종출현건수 추이 단위 : 건수

자료 :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각년각월호

항목 전체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초급: 개인차원의정보백업및정보보안매뉴얼작성 62.1 (151) 65.0 (26) 61.6 (125)

중급: 정보보안전담부서운 및정기적인정보보안교육및훈련실시 27.2 (66) 27.5 (11) 27.1 (55)

상급: CRO/CSO 임명및정보보안국제공인인증획득 4.5 (11) - 5.4 (11)

정보보안위기관리를전혀하고있지않음 6.2 (15) 7.5 (3) 5.9 (12)

합계 100.0 100.0 100.0

<표 2-4-33> 자사의 정보보안 위기관리수준 평가 단위 : %, 개수

자료 : 국내기업의정보보안위기관리실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03.6.*( )안은응답업체수

항목 전체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매우심함 2.5 (6) 10.0 (4) 1.1 (2)

약간심함 12.6 (31) 20.0 (8) 11.2 (23)

보통 27.2 (66) 27.5 (11) 27.1 (55)

약간있음 27.2 (66) 25.0 (10) 27.6 (56)

전혀없음 30.5 (74) 17.5 (7) 33.0 (67)

합계 100.0 100.0 100.0

<표 2-4-34> 과거 내부정보 유출 경험 유무 단위 : %, 개수

자료 : 국내기업의정보보안위기관리실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03.6.

*( )안은응답업체수



곳중7곳(68.3%) 비율로위기관리수준이매우낮은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응답업체의 69.5%가 과거에 내부정보 유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기업의 중요자산인 내부정

보유출문제가생각보다심각한것으로조사됐다. 

정보보안 위기관리를 위해 현재 실시중인 전략은

해커/바이러스 침투에 대비한 파이어월 설치 (38.

7%)에의존하는초보적인수준에머물고있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이러한 인식과 대응 측면의 문

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기업들은 정보보안

에 대한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34.9%)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실시(21.8%) 등

을중요한것으로꼽았다.

2. 현황 및 전망

가. 전세계 정보보호 서비스 시장 전망

IDC에 따르면, 정보보호 제품시장 성장세와 함께

세계 정보보호 서비스 시장도 향후 8년간 20%를 상

회하는고성장을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각국가의

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적 규제강화, 세계 경기 회복세

에 따른 기업의 투자 증가,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른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 및 필요성이 증가한 결과이다.

2003년세계정보보호서비스시장은전년대비27%

성장한 106억 달러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3년부터 향후 5년간 평균 19.8%의 성장으로

2008년에는 약 261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

망된다. 

우선 전세계 정보보호 서비스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북미시장은 보안기술과 서비스 측면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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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평균성장률

북미, 중남미 5,748 6,865 8,258 9,953 12,019 14,449 20.2%

아시아, 태평양 1,467 1,791 2,181 2,645 3,191 3,800 21.0%

유럽, 중동, 아프리카 3,378 3,979 4,718 5,620 6,668 7,913 18.6%

세계 10,593 12,635 15,158 18,218 21,878 26,162 19.8%

<표 2-4-37> 전세계 정보보호 서비스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백만달러

자료: 미국및세계보안서비스시장전망보고서, IDC, 2004. 4.

항목 전체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해커/바이러스침투에
38.7 (142) 38.8 (26) 39.0 (117)

대비한방화벽설치

문서보안솔루션도입 12.8 (47) 17.9 (12) 11.6 (35)

주요정보암호화
16.4 (60) 13.4 (9) 17.0 (51)

프로그램설치

침입탐지시스템설치 8.5 (31) 14.9 (10) 7.0 (21)

전문보안업체에
6.0 (22) 4.5 (3) 6.3 (19)

아웃소싱

정보보안위기경험없음 7.1 (26) 6.0 (4) 7.3 (22)

별다른대응전략없음 9.4 (34) 4.5 (3) 10.3 (31)

기타 1.1 (4) - 1.5 (4)

합계 100.0 100.0 100.0

<표2-4-35> 정보보안위기관리를위해현재실시중인대응전략 단위: %, 개수

자료 : 국내기업의정보보안위기관리실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03.6.

*( )안은응답업체수

항목 전체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최고경 자의정보
16.5 (40) 10.0 (4) 17.7 (36)

보안에대한인식전환

정보보안매뉴얼및
14.8 (36) 17.5 (7) 14.3 (29)

사내전담조직설치

전직원대상의
21.8 (53) 12.5 (5) 23.6 (48)

정기교육및훈련

지속적인정보보안
34.9 (85) 47.5 (19) 32.5 (66)

인프라에대한투자

사내정보보안
10.7 (26) 10.0 (4) 10.8 (22)

전문인력양성

기타 1.3 (3) 2.5 (1) 1.1 (2)

합계 100.0 100.0 100.0

<표2-4-36> 향후정보보안위기관리를위해가장시급한과제 단위: %, 개수

자료 : 국내기업의정보보안위기관리실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03.6.

*( )안은응답업체수



장성숙된지역으로, 2008년까지20.2% 성장할전망

이다. 특히 2003년하반기부터북미와중남미경제가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기업수익 개선과

주식가치 상승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증진으로 이

어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보안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기업 및 기관의 정보보호 투자

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유럽, 중동및아프리카시장을보면, 우선EU는사

생활 침해와 사이버범죄 방지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

하고, 정보보호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EU 사이버

범죄 조약’, ‘ISO 17799’및‘EU 데이터보호 협정’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 덴마크, 프랑

스, 이탈리아가10%를넘는성장률을보일전망이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등독일어권국가의성장률

이 평균을 밑돌 전망이다.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국가는 IT 투자규모는 서유럽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나, IT 투자대비 정보보호 서비스 투자비율

은서유럽국가와동일한수준으로증가할전망이다. 

아시아, 태평양시장을보면, 일본을비롯한동남아

국가의 경기가 안정세에 진입하고, 이들 지역에서 정

보통신 네트워크 기반 구축이 완성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정보보호투자가확대될전망이다. 

나. 국내 정보보호산업 현황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의하면, 정보보호산업 전

체(정보보호 관련 제품 및 서비스 포함)의 매출은

2002년도에는약4,459억원, 2003년에는5,862억원

이며, 약 31.5%의 성장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중

에서시스템및네트워크제품분야의2003년도매출

액은약4,877억원(전체의83.2%)으로2002년도대

비 28.4%의 성장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보보

호 서비스 분야는 985억원(전체의 16.8%)의 매출을

보이고있어48.9%의성장을한것으로분석된다. 세

부 분야별로 보면, 파이어월이 87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VPN 제품이 780

억으로나타났다.

한편,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망에서는 산업

내 총 매출규모는 연평균 16.8% 성장하여 2004년도

에 7,051억원 내외가 될 것이며, 2008년에는 1조

1,00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15.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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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2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CAGR02-08

시스템및 안티바이러스 388 490 593 687 742 772 786 12.5

네트워크 PC보안 188 227 276 326 376 426 476 16.7

정보보호 침입차단시스템 827 878 985 1,082 1,163 1,229 1,284 7.6

제품 침입탐지시스템 422 551 715 829 942 1,055 1,169 18.5

가상사설망 549 780 956 1,120 1,282 1,441 1,598 19.5

PKI&암호화 319 557 609 703 797 891 984 20.6

서버보안 223 271 339 406 474 541 609 18.2

무선인터넷보안 33 64 72 84 96 109 121 24.4

ESM 350 407 485 565 645 725 806 14.9

생체인식제품 221 332 370 399 428 457 486 14.1

기타정보보호제품 278 319 390 451 511 572 632 14.7

소계 3,797 4,877 5,791 6,653 7,456 8,217 8,950 15.4

정보보호 보안컨설팅서비스 319 527 673 816 959 1,102 1,245 25.5

서비스 기타정보보호서비스 343 458 588 719 850 982 1,114 21.7

소계 661 985 1,260 1,534 1,809 2,084 2,358 23.6

총계 4,459 5,862 7,051 8,187 9,265 10,311 11,309 16.8

<표 2-4-38> 정보보호산업 매출 현황 및 전망 단위 : 억원, %

자료 : 국내정보보호산업통계조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03. 12.



서비스의 경우는 23.6%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된다. 

다. 전망

안티바이러스시장은점차적으로성장세가다소둔

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장으로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백신 형태에서 바이

러스 백신, 개인 파이어월, 개인 인증 등의 통합관리

솔루션을개발, 보급하는방식과바이러스체크및치

료서비스형태로꾸준히사업모델을전환해가고있

으며, 통합보안의 기초 분야로 활용되어가고 있어 성

장세는 둔화되더라도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다. 

PC보안시장은 PC 사용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

식이 강화되면서 PC 자체 번들 소프트웨어에서 정보

보호 기능이 이미 탑재되고,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점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평

가되고있다. 

파이어월 시장은 시장 자체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들었으며, 안티바이러스 분야처럼 기초 분야로 인식

되고있으며, VPN과의통합화등통합화의중심에자

리잡고있다. 더불어 e-비즈니스의활성화등인터넷

기반 사업의 증가에 힘입어 성장의 폭은 크지 않으나

꾸준히성장할전망이다. 

전산망에 대한 해킹 피해의 급증으로 IDS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며, 많은 보안 관련업체들이 속속 IPS

를 출시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IPS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VPN 시장은 사설망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강점

과 사설망에 준하는 안정된 속도를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또한암호화기법과터

널링 기법의 기술 향상에 의해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

으며, 파이어월과의통합화가추진되고있다. VPN 시

장은제1 금융권에이은제2 금융권의백업망, ATM

기기대체통신망, 재택근무확산등의추세에힘입어

지속적인고성장이예상된다. 

금융권의 온라인 업무 본격화에 힘입어 도입되기

시작한 PKI는 금융계의 사용자층이 일반화되고 있으

며, 꾸준한증가추세와함께안정기와성숙기의동반

특성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B2C에서 B2B 및 B2G로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성장

요인으로작용할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서버 보안 분야는 인터넷 사용의 확산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보안 적용

분야의 확대, 보안관리의 조직화 등에 힘입어 급성장

할전망이다. 한편, PC 보안, 안티바이러스와같은개

인적인 보안의 강화와 함께 전사적 내지 그룹적인 보

안의 개념도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향후 성장세

는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 

무선인터넷 보안은 현재는 사업 자체의 활성화 부

족으로 40억원 수준의 미미한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

으나, 기간통신업체를 중심으로 한 IMT-2000 등 모

바일 인프라 구축의 활성화와 함께 시장 규모가 급성

장할것으로판단되는분야이다. 

ESM 시장은 정보보호시장의 가장 큰 이슈인 주요

기술의 표준화와 통합화의 수혜 부문으로 시스템수의

증가, 보안관리의통합화추세에힘입어그수요는지

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제품의 형태보다는 향후

서비스형태로의발전이더욱주목된다. 

생체인식 기술을 응용한 정보보호 분야는 소수의

업체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상외의 저조한 성

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생체인식 업체의 매출구성이

주로 출입통제 및 고가의 도어락(door lock), 음성인

식전화호출, 안면인식등보안과관련이없는매출이

주를이루기때문인것이며, 또한생체인식기술의표

준이 정립되고 않고 있으며, 내수시장이 매우 협소하

다. 생체인식을 응용한 정보보호 분야는 금융권의 정

보유출사고의대비책, 디지털문서및정보기기접근

권한 통제 수단 등으로 생체인식 기술이 부각될 것으

로전망되어향후에도성장이기대된다. 

정보보호 서비스 분야(보안관제, 보안컨설팅, 취약

성진단, 인증서비스)는정부차원에서의보안컨설팅

전문업체 지정제도 등에 의한 보안 컨설팅 분야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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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그리고정부의공공기관정보보호수준제고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의 호재에 힘

입어 향후 급속도로 시장이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안SI, 보안교육 그리고 보안대응서비스 등으로 구

성되어 있는 기타정보보호 서비스 분야도 일반 서비

스분야와비슷한형태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제 6절 SI 시장동향

1. 2004년 SI 시장 현황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은 사용자의 환경

과 요구에 가장 적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 하기

위해서 컨설팅에서부터 시스템 설계, 개발, 통합, 구

축, 관리, 교육, 유지보수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산

업으로, 최근에는 정보시스템 컨설팅, 시스템 설계,

개발, 통합, 구축까지를SI로해석하는추세이다. 

가. 주요 동향

2004년 SI 시장의 주요 동향은‘Convergence(융

합)’, ‘Automation(자동화)’, ‘Security(보안)’및

‘Agility(소프트웨어생산기술)’로설명될수있다.

·컨버전스

- 각종음성/데이터/멀티미디어및유무선정보/통신/방송망이융

합되어, 모든 단말은 IP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있으며, RFID 등

이네트워크망을통해디바이스및주변환경정보를네트워크

를통해공유할수있게되고있다.

·자동화

- IT 인프라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역까지 자동화

및 서비스화가 예상되며, 유동적인 컴퓨팅 인프라 자원 제공을

자동화하여시스템운 비용과관리비용이최소화되고있다.

·보안

- 네트워크융복합화로인해통합네트워크로연결됨에따라보안

및프라이버시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고있고, 소프트웨어, 네

트워크서비스의융합으로보안요구수준에부응하는종합적인

보안컨설팅필요성이증가되고있다.

·소프트웨어생산기술

- 급변하는비즈니스환경에민첩하게 IT 서비스를반 하기위해

신속한 도입과 적용을 가능케 하는 민첩성이 경쟁 차별화 요인

으로요구되고있다.

나. 시장 현황

2004년국내SI 시장의전반적매출은침체를벗어

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국내 SI 시장구조는 대기업

(매출 규모 2,000억 원 이상)시장이 전체 시장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권 및 제조업종이 대기

업군의약72%를차지하고있는구조이다. 

국내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불안정성으로

2004년 국내기업들에게 비용절감이 최대 이슈로 부

각되는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보수적인 IT 투자

계획을 수립하 으며, 그 결과 민간기업의 투자가 소

극적이 되면서 정부/공공, 금융, 제조시장이 전체 수

요를주도하게되었다. 금융부문(특히은행)을중심으

로 기존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수익성 증대를

위한TCO 절감전략을수립하는등, 전반적으로매출

확대보다는 효율성 위주의 감량경 의 한 해 다고

평가할수있다. 

(1) 엔터프라이즈솔루션

기업들의전략적투자가집중된엔터프라이즈솔루

션 역은 고객접점의‘차별화’ 역, 애플리케이션

통합, 보안, 모바일 분야이며, 비용절감을 위한 자동

화 솔루션이나 통합관리 솔루션 등에 대한 기업의 지

출이증가하 다. 특히시스템의웹전환은최근기업

들이가장많은투자를집중하는분야이며, 그중에서

도고객정보시스템의웹전환작업에역점을두는추

세 다. 기업들은 대 고객 접점 역의 웹 전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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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9.4%가 이미 완료하 으며, 나머지 21.5%도 웹

전환을고려중에있다. IT 시스템의통합작업은단순

한 데이터 통합에서 프로세스 및 애플리케이션 역

까지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2004년은국내SI업체들의약진이돋보인한해

다. 특히 SI업체들은 경 컨설팅 부문으로 사업을 본

격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 형태도 사전사업분석 또는

업그레이드 컨설팅 등 SI 작업의 전후 과정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즉 단순 정보시스템 프로

젝트에서 정보전략을 수립하는 ISP나 BPR, 그리고

미래 전략 컨설팅에 대한 움직임이 단연 돋보이고 있

다. 

이를 위해 SI업체들은 컨설팅 인력을 시스템 중심

에서 산업전문가(Industry Expert) 중심으로 재배치

하고 있으며, 올해 SI기업 분야별 사업현황 중 ISP수

립/정보화컨설팅분야는지난해에비해5.5배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또한통합 IT 서비스를표방하는등

SI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접근이 두드러

지고있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중 올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한 EAI의 경우, 연초 고전을면치 못하 으나 금융권

의 차세대 시스템과의 연계로 본격적인 수요가 창출

되고 있다. 농협, 엘지카드, 교보생명이 EAI 도입을

추진하 으며, 대한생명,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

조흥은행등이추진예정중에있어기대이상의결과

가예측되고있다. 

유비쿼터스관련사업의경우공공사업을중심으로

인천및대전의U-City 프로젝트가본격추진되기시

작하 고, 삼성전자의 경우 신 산업단지인 탕정 기업

도시에유비쿼터스환경구축을계획하고있다.

(2) ITO/BPO

기업에 대한 아웃소싱 사업인 ITO(Information

Technology Outsourcing) /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관련사업도지속적인확산이전망되고

있다. 

2006년 퇴직연금 도입을 앞두고 현재 국내 금융

분야의 ITO 시장은 금융회사들의 공동출자에 의한

IT합작사 설립과 제3자에 의한 통합 ITO 서비스 공

급 및 금융기관 자체 운 하는 세 가지 방안을 가지

고 논의 중에 있다. 특히 한국증권 전산은 이중 퇴직

연금시스템의 핵심인 기록보존 시스템(Record-

keeping System)을 중심으로 ASP 방식에 의한 토

털 IT 아웃소싱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외에 연금운용, 콜센터시스템 등도 아웃소싱 서비스

로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BPO 시장의

경우 뚜렷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부재한 가운데 시장

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파

악되고있다. 

ITO을 위한 새로운 관리방식인 ITSM(Informa

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은 시스템이

나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보안 등과 같이 특정

역별로 이루어졌던 IT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프

로세스를표준화하고 서비스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

로 IT 인프라를 관리하자는 의식에서 출발하 다. 이

미 삼성전자를 비롯, 포스코, KTF, LG텔레콤, LG건

설, 우리은행, 외환은행, 대법원 등이 ITSM 적용을

위한 검토작업에 나섰고, 이에 따라 국내 SI업체들은

물론 한국HP, 한국CA와 같은 관리솔루션업체들도

ITSM 시장대응전략을마련하고있다. 

이러한 ITSM의 사업모델은 크게 컨설팅 서비스와

관련 솔루션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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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AI 추진현황

현대중공업, 화성R&A, GM 대우 ERP 구축에포함하여도입예정

제일은행 백업센터구축시포함하여도입예정

기업은행 차세대시스템구축과동시에추진예정

국민은행, 신한(/조흥)은행, 하나은행, 대한생명 차세대시스템진행중에도입하거나, 구축완료후추가도입예정

<표 2-4-39> 주요 기업의 EAI 도입 추진 현황



고 있다. 우선 기업이 ITSM을 갖추거나 외부로부터

아웃소싱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각사의 IT 인프라

관리수준에 대한 현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컨설팅

서비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부각되고 있으며, 기

업들도 ITSM을 위한 자체 인력 확보를 추진함에 따

라 ITSM 교육시장도 특화 역으로 형성될 전망이

다. 

ITSM 솔루션의 경우는 한국HP, 한국CA, 한국

BMC 등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

HP는 외환은행, 한솔텔레컴 등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내년 시장에 대비하여 컨설팅 업체들과 업무

제휴 확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 BMC는 ITSM을

넘어서 BSM(Business Service Management)을 위

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BSM 구현방법론인 RTV

(Route to Value)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주력하

고있다. 

한국CA는 관리 소프트웨어 비전으로 ITSM과 IT

자산 통합관리라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하는 EIM(En

terprise Infrastructure Management) 전략을 세우

고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유니센터 서비스

매니지먼트’솔루션을 내놓고 스토리지 및 보안 부분

까지 포함한 관리 역으로사업범위를 확대할 예정이

다.

2. 국내 산업별 SI 시장 동향

가. 공공/SOC 부문

공공 분야의 대형사업으로 정부 통합데이터센터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2010년까지 총5,102억 원을

투입해 수도권 2개, 충청/대전권 1개(미정)에 총 3곳

의 데이터센터를 통합 구축할 계획으로, 정보전략 계

획수립(ISP)은2005년6월까지예정되어있다. 현재

제1센터는대전KT연구소를20년간장기임대해쓰

는방식으로결정되었고, 각부처의정보화조직이 IT

전략기획, 개발관리, 컨텐츠관리등핵심업무를담당

하고 시스템 운 관리는 신설 운 기관이 대행하게

할계획이다.

SOC 확충을 위한 물류 인프라 개선작업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관련 투자도 예정되어 있다. 온라인 국민

참여포털사업은100억원규모를투입하여3단계로

추진될 계획이다. 제1단계는 2005년 말까지로 연계

모듈의개발, EAI 구축, 장비확산등이주범위이고,

제2단계는 2006년 말까지로 범정부 콜센터 연계와

EIS 구축이 주 목표이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는

2007년 말까지로 전자투표시스템의연계와 성과관리

시스템구축이주가되고있다.

나. 금융 부문

금융권의 경우 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가장 주요한

이슈이다. 현재 모든 기능을 집중화하고 있는 대형은

행의경우자체개발비중을강화하고있으며, 수익성

악화로고전하고있는증권등제2금융권은 ITO를추

진하는양극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새로운 BIS 규제인 바젤 II에 따라 상당수 국내 선

도은행의경우바젤II에대한경 컨설팅프로젝트를

완료하 고, 현재후속단계로시스템구축을위한프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DW, 재해복

구, 보안, 신용 리스크관리 시스템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사의 경우 인력 감소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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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차세대시스템개발방식

국민은행 외주용역의비중을30% 수준으로하향조정

솔루션만일부도입, 전체시스템자체개발

신한금융지주 핵심뱅킹솔루션의전면도입보다는자사현실에

맞는모듈의선별적도입및자체개발비중확대

신 증권 ITO(HP Korea)

세종증권 유닉스기반차세대시스템자체개발에서자사

구조조정과맞물려ITO로전환

<표 2-4-41> 국내 금융권 차세대 시스템 개발 방식 현황

과제명 예산규모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고도화방안ISP 1차 3억5,000만원

온라인국민참여포털구축을위한ISP 1차 3억8,000만원

국가안전2단계사업추진을위한BPR/ISP 2차 14억원

전자정부통신망고도화ISP 9억원

<표 2-4-40> 전자정부 정책과제 ISP 추진 현황



업무및자원관리의효율성측면을부각하고있는실

정이다. 

그 외 금융권에서는 인터넷 뱅킹의 고도화, 차세대

시스템자산관리, 여신관리시스템및채권/외환/유가

증권 관리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실행하

고있다.

금융권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는 사베인-옥슬리법

준수(Sarbanes-Oxley Compliance)에 관련된 수요

의 등장이다. 사베인-옥슬리법은 CEO 및 CFO가 공

시 전에 재무보고서에 서명하도록 규정한 302조 및

감사인이 내부 통제 프로세스에 대해 인증하고 날인

하도록 한 404조가 핵심조문으로서 국내의 경우

2003년말개정된공인회계사법, 2004년 4월개정된

외부감사법및증권거래법, 2005년 1월및 2007년 1

월에 발효될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등 4가지 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판 사베인-옥슬리 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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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주요2005년IT 투자 비 고

국민은행 차세대전산시스템 BPR 시스템확장여부에따라변동가능

금융자동화기기

바젤II 대응관련리스크관리시스템

우리은행 바젤II 올해차세대프로젝트완료: EDW, CRM, 업점시스템

조흥-신한은행 약200억원규모의차세대시스템프로젝트

국외점포시스템

방카슈랑스2단계

미국일반회계기준

바젤II

하나은행 차세대시스템프로젝트를위한EA 

CRM 추가개발

바젤 II 대응

업점PC 교체

e-Banking 시스템개편

농협 차세대시스템프로젝트를위한EA 컨설팅 BPR 시스템구축프로젝트범위에따라IT 투자비에변동가능

신경 정보시스템(정보계) 재구축

제2전산센터구축(400억)

산업은행 바젤 II 대응 IT 예산이현500억원에서내년700~800억원대로증가전망

ALM(자산부채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인터넷뱅킹3단계

국외점포시스템통합2단계

제일은행 핵심뱅킹시스템업그레이드등계정계재구축프로젝트

BCP 2단계구현

대외계다운사이징

외환은행 차세대시스템프로젝트

재해복구센터구축

바젤II 대응

기업은행 BPR 시스템 올해차세대프로젝트완료

정보계확충

CRM

한국씨티은행 한미-씨티서울지점간IT 통합

제2데이터센터구축

기타 부산, 대구은행등지방은행의300억~400억원대의 IT 투자예상

<표 2-4-42> 은행권 내년도 IT 투자 전망



2005 e-BusinessWhite Paper 205

2
제

편

-

비
즈
니
스

현
황

e

2

회사명 추진사업내용

아시아나IDT - 현재한국공항공사RFID 시범사업주관사로참여중

- 2005년초RFID를중심으로한기술연구소가동및이를위한전문인력확보중

신세계I&C - 이마트와신세계백화점등관계유통기업의연내RFID 사업목표로실증실험진행중

- RFID에서확장된이력관리사업을신규로추진, 내년부터20억원을이분야에투자계획

삼성SDS - 연구소, 공공, 관계사 업에흩어져있는RFID 관련조직을하나로모아전담조직을구성하고SCM사업단과 접한협업체계를구축할

계획임

- 미국Best Buy로부터RFID 의무납품을요구받은삼성전자를대상으로시범사업을시작하고, 기보유한웹서비스나홈네트워크등

핵심기술과RFID 융합하여차세대유비쿼터스컴퓨팅사업으로확대한다는전략

- 삼성전자의RFID 칩과삼성테크윈의태그기술등을연계한사업구상및KTF와의공동사업을위한MOU 체결, 해외전문업체와파트너

관계체결추진

LG CNS - 조달청시범프로젝트를추진하면서LG전자를대상으로RFID 파일럿시스템개발중

- 국방, 해운, 컨테이너부문에노하우를갖추고있는사비테크놀로지와인력, 기술, 업정보공유를통한 로벌해운및관세물류분야공략

SK C&C - RFID 관련조직의통합및USN 시장을대비해연내 전문기업과업무협력을체결, 통신장비기술확보예정

<표 2-4-46> SI업체별 RFID 시장 참여 현황

회사명 추진사업내용

KTF - SKT, LGT에비해그룹IT 관계사부재로인해SI업체및HP 등외국 IT업체와협업, RFID 시장선점노력

- 국내SI업체와RFID 판독기및가입자인식모듈(USIM) 카드개발및사업화를위한협력방안모색중

SKT - 정부및산학연협력을통해RFID 관련다양한선도기술을개발하고사업모델발굴하는데주력중

- 국내SI업체와모바일연동판독기및USIM 카드개발추진중

<표 2-4-45> 통신업체별 RFID 추진 현황

회사명 추진사업내용

SKT 자회사인TU 미디어콥을통해DMB 서비스시장선점계획

KT-KTF KT는KTF와의역할분담을통해DMB 사업추진예정

KTF는TU 미디어콥에지분참여를통해위성DMB 서비스추진

KT는KBS와의전략적제휴를통해지상파DMB 서비스추진

LGT LG텔레콤은지상파DMB, W-CDMA, EV-DO등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환경구축을위해노력할예정

데이콤과파워콤은두루넷과함께유선시장및트리플플레이서비스시장공략

<표 2-4-44> 통신업체별 DMB 추진 현황

회사명 추진사업내용

KT 3단계BcN 구축계획. 

2007년까지PSTN 시외교환기를BcN장비인소프트스위치와트 크게이트웨이로전환하고DWDM, OXC 기반의광전달망과IP

백본을구축하여기존xDSL, FTTH, 이더넷등초고속액세스시설을활용하는BcN 서비스제공예정

LG 통신그룹 통신관계사업무조정

- LG 텔레콤: 상이동전화등담당

- 데이콤: BcN 시범사업자선정, MPLS 백본, VoIP, MMoIP

- 파워콤: HFC, FTTH 구축/운

SKT 하나로텔레콤, TU미디어콥포함LG전자, 미리넷등장비솔루션업체와함께전국400여가구대상으로유무선 상전화, 모바일홈

네트워크, DMB 등시범서비스

<표 2-4-43> 통신업체별 BcN 추진 현황



위한내부통제용컨설팅및솔루션구축움직임이활

기를 띠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들 외에 삼성그룹, LG

그룹, 포스코, 한국전력, 국민은행, SK텔레콤, 대한항

공 등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 거나 구축을 준

비중에있다.

다. 제조 부문

제조부문은 주로 공정에 관련된 인프라 개선을 통

하여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에따라시스템통합, 고

도화, 안정화에대한수요가주로발생될것으로예상

된다. 이와함께 로벌수준의선진ITO에대한수요

가표면화될것이며, 일부선도기업을중심으로SEM

(Strategic Enterprise Management) 및 BI(Busi-

ness Intelligence) 도입이확대될것이다.

라. 통신/미디어 부문

통신과 미디어 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IT 투자가 통

신 서비스 운 및 효율화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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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명

LG CNS

SK C&C

현대정보

기술

쌍용정보

시스템

현황

- 서비스 역을 IT컨설팅, 소프트웨어용역개발, ITO,

BPO(Ucess로브랜드화)로다각화

- 유비쿼터스컴퓨팅, RTE, RFID, 임베디드컴퓨팅, 웹서비스,

방송통신융합시장, 유틸리티컴퓨팅, BPM 등신규사업추진계획중

- ITSM 추진모델(MVP2) 개발및사내IT서비스센터, LG건설등

일부고객사대상으로시범적용완료, 전사확산추진

- CRM 전문업체Dunnhumby(英)와국내CRM 시장공략을위한

파트너계약체결

- 유비쿼터스환경구현위한NI, 스마트단말기등의사업화, RFID,

DMB 등미래전략사업발굴

- GPS, LBS 기술확보진행

- CMM Level 4인증획득

- 중단기적으로데이터센터ITO에집중

- 유비쿼터스, 생체인증(Bioplex로브랜드화), 온디맨드컴퓨팅,

텔레매틱스, RFID

- RFID 장비업체인Alien Technology(美)와포괄적인협력제휴

체결(현대는RFID 리더, 태그, 안테나를국내공급, 솔루션개발및

마케팅부문에서도협력)

- 지식자산관리를사내핵심과제로선정하고소프트웨어자산관리팀

가동

- 베트남합작법인(HITV: Hyundai IT Vietnam Corporation)

업무개시

수주프로젝트

- 특허청, 재난복구시스템(100억)

-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서식개정

프로젝트(62.3억)

- 법무부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APIS 및MRP 판독시스템

구축산업(18억)

- 행자부, 전자서명인증서비스고도화사업(16.4억)

- GM Thailand, Bodyshop, Paintshop Modification (14.9억)

- 철도청ERP 구축

- 서울시제3공구ITS(98억)

- 광주시 ITS(26억)

- 제주시텔레매틱스시범도시구축(16.3억)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금융개발위탁(33.5억)

- 통합의료정보시스템구축(17억)

- 성신양회MIS구축(37억)

- 하나로텔레콤초고속인터넷시스템구축(34억)

- 시스코시스템캐피탈코리아, 태광MSO 고속데이타

장비7차구축(22억)

- 국세청DW시스템증설(51억)

- 대구지하철2호선ESP시스템구축(9.7억)

- 대구지하철2호선차상신호설비2편성추가(9억)

- 쌍용화재통합콜센터구축

- 스카이라이프베이스밴드시스템구축

- 카타르, 아시안게임대회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 사업

계약체결(590억)

<표 2-4-47> 국내 IT서비스 업체 경쟁 현황

(2004. 9월수주기준)



라서 빌링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 차세대 빌링시스템의 도입이 매우 주요한 이슈

라고할수있다. 그리고CRM을위한고객정보의시

스템적 관리 및 고객이탈 방지를 위한 시스템 투자를

지속적으로확대할것이다. 

디지털컨텐츠및미디어자산관리분야시장역시

지속적인성장을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대용량멀

티미디어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W-CDMA)의 추가

에 따른 다양한 시스템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

다. 

음성 데이터 통합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의 발전

과 통합도 주요 이슈이다. BcN(Broadband conver-

gence Network: 광대역 통합망)의 경우 KT, 하나로

텔레콤, 데이콤, SK텔레콤등주요기간통신업체들의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유선 기반의 상전화

서비스, IP-PBX 서비스, 유무선연동 상전화및광

가입자망(FTTx) 등 차세대 서비스의 시연회 및 시범

사업이실시될예정이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경우는

통신업체들이RFID 시스템을제조, 물류, 금융, 교통

등 타 사업과 융합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의 핵심기

술로판단하고상용서비스를준비중에있다.

마. 유통/서비스 부문

유통/서비스부문의경우CRM과보안및ERP 분

야에 대한 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e-비즈니스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업

그레이드와 고도화가 활발해질 것이고, SCM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거래처의 협업시스템을 구

축해 나갈 것이다. 물류 프로세스 및 창고관리의 효

율화를 위한 시스템의 도입도 기대된다. 현재 투자가

미비한 DW, CRM, ERP 등에 대한 구축도 추진될

것이다.

3. 2005년 IT 시장 전망

2005년 국내 IT산업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약

7.4% 성장한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

며, 특히공공, 금융분야시장이올해대비 10% 이상

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국내 IT산업을 견인할 것으

로예측되고있다. 

가트너그룹은국내 IT시장이세계 IT시장의성장세

를능가하면서지난2년간의침체에서완전히벗어날

것으로예상하고있다. 국내전문기관의국내 IT 서비

스 시장동향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

공공, 금융분야가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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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명

IBM

Accenture

Infosys

CSC

사업전략

- 온디맨드전략의가시적인성과를위해관련서비스, 솔루션개발에집중

- 미래를위한기술확보를목적으로매년GTO(Global Technology

Outlook) 수립

- SI/Technology Services 분야에서최신기술을적용한지속적인서비스

모델개발

- 최근BPO 투자에주력

- GDM(Global Delivery Model)의프로세스, 품질표준화과정을통해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아웃소싱서비스

- 과거애플리케이션개발아웃소싱과같은단순서비스에서BPO, 컨설팅등

고부가가치서비스로사업 역확대

- SI, 솔루션, 컨설팅서비스등IT 서비스를제고하고있으며최근Global

Security Solution 사업부신설

- BPO 사업주력을통해 로벌시장공략

기술전략

- Optimization & Analytics (자동화)

- Advanced Call Center Solutions (자동화/NW)

- Advanced Networking Service

- Security and Privacy

- Sensor Telemetry

- Ubiquitous & Mobile Computing

- Privacy & Rights Management

- Dynamic IT Management

- Pervasive Infra (Ubiquitous)

- Information Management (보안)

- Self-healing SW Systems

- Embedded Linux

- Web services security

<표 2-4-48> 로벌 IT서비스 업체 경쟁 현황



반면, 제조, 유통 서비스 분야는 소폭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예상하고있다. 

특히공공분야는 IT839, 뉴딜정책, 부처별업무고

도화 등으로 수요 증대가 예상되며, 금융업종은 신규

사업 창출을 위한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

다. 또한 IT 서비스 유형별로는 SI와 ITO 시장은 확

대되는 반면, 컨설팅 시장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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