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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이슈와
추진방향

02
제 1절디지털경제로의이행을

위한법제도개선

1. 국내외 e-비즈니스 현황

지식정보사회의도래로정부는꾸준히디지털경제

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인프

라수준은세계최고의수준으로구축되었다. 2004년

6월기준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현재1,162만가

구로,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79%)이며, 인

터넷이용율은인구100명당68명에이르고있다.1)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수준으로 구축된 정보통신

인프라가우리산업, 경제전반의효율화에기여를다

하고있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인터넷의주된활용

분야가주로개인의소비, 여가활동위주로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거래, 생산 활동에의 활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모가 2001년 119조원에서

2003년 235조원에 이르 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1년 107%에서 2002년 49%, 2003년에는 34%

로 해가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 2002년 기업의 e-비

즈니스 시스템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내부정보

화라고 할 수 있는 ERP 도입율은 23.5%에 이르나,

기업 간 네트워크에속하는 CRM, SCM의 경우 4%,

3%에 그치고 있어 인터넷 등을 활용한 기업 간 정보

화는아직미진한것을유추해볼수있다.

e-비즈니스를 전자문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구매,

생산, 판매 등의 모든 활동에서의 의사전달이 전자문

서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내외부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만약이러한일련의기업활동이종래의

종이문서를 활용하는 경우 많은 문제점을발생시키게

된다. 

우선종이문서의유통·보관에드는비용문제를들

수 있다.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종이문서를 활

1) 2004년도정보화에관한연차보고서, 정보통신부



용할경우, 우편, 팩스, 인편등의수단을이용하게되

고, 이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이상당한수준에이르

게 된다. 아울러 이들 종이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캐비넷, 문서창고가 필요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보관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둘째로 문서의 재활용 측면에서의 생산성 저하 문

제를 들 수 있다. 종이문서는 그 내용을 다른 문서 작

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원본

과 동일한 문서는 복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겠으나,

약간의 수정이라도 필요한 경우는 많은 지장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만약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활용하

기 위해서는 재입력 등의 번거로운 작업이 불가피하

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오류 문제도 심각

하게대두된다.

셋째로문서검색, 전파의비효율성이발생된다. 종

이문서를보관하면, 이를활용할수있는인적범위는

물리적·시간적으로 많은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심지어는 종이문서의 유실 또는 검색 곤란으

로활용이불가능한경우도발생하는실정이다.

이러한문제점으로국내기업은종이문서의생산·

유통·관리·보존 등의 비용으로 GDP의 4.5%에 해

당하는 연간 약 27조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

산되며, 실제로문서작성비용등을제외한단순한종

이문서의 전달, 보관에만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1조원

수준은쉽게상회할것으로추정할수있다. 

종이문서의생산·활용사례를보면삼성화재의경

우 보험계약서를 연간 1억5,000만장을 생산하며, 우

리은행은 연간 10억장의 종이전표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총회를 소집 통지하는 데

연150억원의비용이소요되며, 현대자동차나삼성전

자 등은 종이문서 보존을 위해 약 1,000여평의 창고

를 보유하며, 서울대학병원이나 삼성병원 등도 약

500여평의문서창고를보유하고있는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모두 대체할

경우 문서생산비용, 관리비용, 저장비용 등을 감축할

수 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일본 국세청도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경우 비용이 1/3000로 감

소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따라서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 향

상측면에서도시급한과제이다.

반면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보관에 드

는 비용은 인터넷, 하드웨어의 발달로 종이문서에 비

하여는 지극히 적은 수준으로 가능하게 된다. 문서의

재활용 및 검색의 효율성은 종이문서에 비할 바가 아

닐것이다. 전자문서의장점은분명하다고할수있으

나,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완벽히 대체하기에는 현

재로서는다소의한계점을가진것도현실이다.

기업활동의 전자문서화는 곧 e-비즈니스화라고 할

수 있으나, 일련의 기업활동 과정 중 1단계라도 종이

문서가 불가피할 경우, 전자문서의 유통이 단절되어

전체 절차가 오프라인으로 존속되는 현상이 발생한

다. 예를 들어 거래는 전자상거래로 하는데, 세법의

증빙서류 보관의무 때문에 다시 종이로 출력해서 보

관하게되는상황이발생한다.

전자문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를 불가피

하게사용하는원인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전자문서의 수정, 변경, 복제의 용이

성을 들 수 있다. 향후 분쟁 발생시 문서내용이 사실

관계를 증명해 내는 것이 문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제약될 경우 불가피

하게종이문서를사용할수밖에없는것이다. 다시말

하면 전자문서의 불변경성을 사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수단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또한문서의불변경성과관련하여법률적인문제가

있는데, 많은법률에서는당해법목적의실현을위하

여관련기록을문서로작성보관하도록한예가많이

있다. 이들 법률은 전자문서를 고려치 못하고 종이문

서 만을 대상으로 제·개정됨에따라 전자문서만으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전자

거래기본법 제4조는 전자문서의 효력이 타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정하고있으나, 문서행위의종류가다양하고그행위

가 전자문서로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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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문서 이용자 또는 행정기관이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를 일률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

려운것이사실이다.

결론적으로전자문서를작성당시의형태대로완전

하게 보관할 현실적인 수단이 필요하며, 법률에 의하

여 의무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세부적으로검토하여

전자문서의 허용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것이다.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 주도로 2000년 11월‘서

면의 교부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

계법률의정비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50개법률에

서 계약체결시 서면이 요구되는 경우와 조합 등에서

의결권 행사를 서면으로 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이

를전자적수단으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국내외적 필요에의해 정부는 2002년 12월

제9차전자거래정책협의회에서기업의경쟁력향상을

위해 서류의 제출, 보관등을 의무화한 법령을 일괄적

으로 개정하는‘전자문서의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을제정하기로합의하 다.

2.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 내용

산업자원부가 2003년 1월을 기준으로 모든 법률

1,027개를 검토한 결과, 문서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714개 으며, 이러한 법률에서 각종 서류 또

는 문서를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을

의무화하고있다. 이러한행위를구체적으로첫째, 적

용대상이 비교적 광범위하고이용빈도가 높은 행위인

가, 둘째, 종이문서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크게 드는

행위인가, 셋째, 현실적으로 전자문서의 이용이 가능

한 행위인가를 판단하여, 세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

우전자문서로가능토록하여야할필요가있다.

관계 부처 협의 결과 전자문서의 효력인정이 필요

하다고 결론지은 행위는‘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28개 법률 56개 조항에 따른 행위 다. 산업자원

부의 당초 입법 계획으로는‘전자문서이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명시화하고자 하

으나, 동 제정안의 내용은 전자문서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는‘전자거래기본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하여‘전자거래기본법’개정안으로

통합하 다.

구체적으로는 전자문서로 가능한 법률행위를 별표

로정리하고, 이들행위를전자문서로할경우적법한

것으로인정하는것으로제4조개정을추진중에있다. 

문서에는수명주기가있는데, ‘문서생성→문서유통

→문서보존→문서폐기’가 이에 해당한다. 종이문서가

전자문서로 대체되려면,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신뢰성

과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자문서의 특

성이 종이문서에 비해 변조·멸실·훼손의 가능성이

크므로이를방지할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존의 종이문서 보존을 전자문서의 보

존으로 대체하려면, 종이문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안

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법적인효력도동등해야한다. 그러나아직이러

한 시스템과 보존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보장되지 않

는 상황에서 통상의 기업은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밖

에 없다. 그러나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달리 원본성

을인정하는데여러가지해결되어야할문제가있다. 

현행전자거래기본법은제5조에서는전자문서의보

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전자문서 내용의 열람가능

성, 전자문서가 원래의 형태로 보존, 당사자·송수신

시기의보존이된경우는다른법령에의한문서의보

관에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일

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성과 제3자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

에 대해서는 전자거래기본법에는명시적인 규정이 없

으므로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전자문서의 원본성과 보존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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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족하여 전자문서의보관을 대행해주는 공인전자

문서보관소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에게안전하고 신뢰

성있는 전자문서보관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문서의

보관과 관련된 안전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정부가 담

보하여주어야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공인전자문서보관

소’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안전한 전자문서

보관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를 신뢰할 만한 수준의

조직과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공인전자문서보관소’

로 지정하여, 이들이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보관당시

부터변경되지않았다는추정효과를주려는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미 민간에 의하여 전자

문서의 원본성 인정과 관련한 서비스와 안전한 전자

문서의 보관서비스가 제공되어, 기업의 문서 관련 프

로세스가 전자문서로 전환되는데 법적 장애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거래에서 일반적

인현상이라고보기에는아직은무리인측면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문서의 보관을 대행할 수 있

는신뢰가축적된기관이없는문제를극복하고, 전자

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예에서와 같이 공인지

정제를 통하여 단기간에 공신력있는 전자문서 보관이

가능토록하여선진국 사례를 초월하는전자문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도입하는것이시급한실정이라고보여진다.

3. 향후 전망

2004년11월말현재정부는전자문서이용촉진을

위한‘전자거래기본법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

쳐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05년 상반

기 내에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이 개정되

고, 2005년 하반기 부터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

정및업무착수가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제 2절 e-비즈니스운용기반의확충

1. e-비즈니스 솔루션 개발 지원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국내외 e-비즈니

스 발전 추세 및 시장 성장성, 기술개발의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하여 미래 유망기술 및 세계

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전략분야를 도출한

후 집중 지원함으로써, 수입 대체효과를 얻고 e-비즈

니스 솔루션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에기여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지원은 기술개발의 중요성,

개발기간, 사업비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크게

일반과제와 전략과제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위험 부

담 등의 이유로 민간에서 개발하기 어렵지만, e-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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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핵심전략기술분야

e-비즈니스통합기술 3개분야(B2Bi, EIP, 웹서비스)

e-비즈니스응용기술 6개분야(e-프로큐어먼트, SCE, e-로지스틱스,

e-서비스, CPC/CPD, PRM)

e-비즈니스요소기술 6개분야(XML/ebXML/cXML, LBS,

워크플로우, BPMS, 지능형에이전트, 시맨틱웹)

<표 6-2-1> e-비즈니스 핵심 전략기술개발 분야

연도 지원금액 주요추진실적

2001년 5,000 ㅇ25개핵심기술개발과제선정·지원

- 전략과제: 2개, 일반과제: 23개

ㅇ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수행체계정립

2002년 6,350 ㅇ25개핵심기술개발과제선정·지원

- 전략과제: 6개, 일반과제: 19개

ㅇe-비즈니스기술분류체계정립

2003년 6,660 ㅇ21개핵심기술개발과제선정·지원

- 전략과제: 10개, 일반과제: 11개

ㅇe-비즈니스기술로드맵및중장기

마스터플랜의수립

2004년 5,895 ㅇ25개핵심기술개발과제선정·지원

- 전략과제: 7개, 일반과제: 18개

<표 6-2-2> 연도별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니스확산을위해필히요구되는기술중단기간에개

발이 가능한 기술은‘일반과제’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고, ‘e-비즈니스 기술개발 로드맵’에서 제시한 15

개 핵심 전략기술 분야를 위주로 장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유망기술은‘전략과제’로 분

류하여지원하고있다.

정부는 2003년까지 총 71개 과제(전략과제 18개,

일반과제 53개)를 선정하여, 이중 63개 과제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2004년말까지는 완료될 것이며, 8개

과제가 2004년도 이후까지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2004년도에는 산·학·연 공동연구 체계를 통해

기술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고,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

을 개발하여 즉시 상용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

고, 기술개발사업의 평가관리업무를 한국산업기술평

가원에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이관하여 기술개

발사업의추진체계를일원화하 다.

또한 2004년에는 정부 예산 58억9,500만원을 투

입하여 전략과제 7개, 일반 과제 18개 등 총 25개 과

제를 새로 선정·지원하 으며, 선정된 과제중 일반

과제는 2005년도에, 전략과제는 2006년도에 개발이

완료될예정이다.

그간 민간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전자상거래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국내 기술력을 축적하고 전

자상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하 으나, 충분한

시장수요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사업화 등을 통해 전

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활용되어져야한다는 당위

성이제기되었다. 

또한‘e-비즈니스 기술로드맵’을 토대로 전략과제

위주로 기술개발 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적으로 지원

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에는 기술개발 난이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과

제중심으로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아울러사업자선정평가시기업의금융신용상태등

재무 안정성을 반 하여연간사업비 일괄 지급방식을

반기별 분할 지급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술개발사업

수행 실태에 대한 상시적인 진도점검 및 관리시스템

을 운용하여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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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체 개발업종 개발업체 개발업종

주식회사로지콘 도매업 (주)이상네트웍스 비정형철강

(주)허브엠닷컴 금형제조 주식회사이카운트 환경설비

비디에스인포컴(주) 전기수배전반 (주)한맥인포텍 산업용파스너

대우정보시스템(주) 조선기자재 아인정보기술(주) 차체조립

(주)비즈아이코리아 PCB (주)시스웨어 식품가공

(주)비텍스비 의류수출 나우누리정보기술(주) 시계완제품제조

(주)인프라정보통신 화장품 (주)넥서브 레미콘

(주) 림원소프트랩 보석 엠투엠 로벌(주) 애니메이션

(주)세나소프트 골판지제조 - -

<표 6-2-4> 제2차 ERP 템플릿 개발사업 결과

개발업체 개발업종 개발업체 개발업종

(주)오토에버 자동차 (주)유비넷 철강

(주)지앤텍 물류(제3자) (주)한국비즈넷 물류(포워드)

(주)더존디지털웨어 전자 대우정보시스템(주) 기계

(주)한맥인포텍 가구목재 삼성SDS(주) 유통

(주)창해소프트 건설 제노시스(주) 공구

(주)캐드앤소프트 조선 (주)소프트파워 섬유

<표 6-2-3> 제1차 ERP 템플릿 개발사업 결과



2. ERP·SCM 템플릿 개발 사업

정부는 중소기업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3년간‘업종별ERP·SCM 템플릿개발

사업’을추진하 다.

동사업은당초범용적인ERP 개발·보급을지양

하고, 해당 업종의 세부 분야별 특성, 표준 프로세스

및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도출, 이를 템플릿 형

식으로 ERP에 반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ERP 구축

과정에서 50~60%을 차지하는 컨설팅·커스터마이

징 비용의 대폭 절감과 함께, ERP를 통한 경 혁신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효과를 제고키

위해추진된사업이다. 

이 결과 제1차 ERP 템플릿 개발사업에 13개 사업

자가 참여하여(30억원 지원) 12개 사업자의 ERP 템

플릿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고, 제2차 ERP 템플릿

개발사업에 19개 사업자가 참여하여(50억원 지원)

17개 사업자의 ERP 템플릿이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

되어 현재 중소기업의 사내 정보화 및 e-비즈니스 촉

진을위하여개발사를통하여보급중에있다.

2003년도에는 ERP 템플릿의 확산·보급을 위해

‘ERP 템플릿 전용사이트(it.korcham.net)’를 만들

어 ERP 구축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2004년에도 제2차 ERP 템플릿 결과물을 추가로 전

용 사이트에 게재하는 동시에, 사이트를 수요자 입장

에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개발된 ERP 템플릿의 보급과 활용 활성화

를통한중소기업경쟁력향상을도모하 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IT콜센터)에 동 결

과물을 비치하여 언제든지 열람 가능케 하 으며, 중

소기업 IT화 솔루션 페어와 연계하여 2003년 부산,

2004년 대구 행사에서‘ERP 템플릿 전용관’을 마련

하여지역 중소기업의ERP 템플릿만남의장을 제공

하 다.

정부는그간개발된ERP 템플릿과각부처에서추

진되는 중소기업 사내 정보화 사업을 감안하여 실질

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협

업을 지원할 수 있는 SCM(Supply Chain Manage

ment)의 보급 확산을 위해 마지막 3차년도 사업을

SCM 템플릿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키로 하고,

2003년말에 8개 분야에 대한 개발사업자 선정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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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SCM 템플릿 개발사업 체계도

①코어SCM 템플릿
- 공급망상단에위치한기업대상

·업종, 비즈니스별메인프레임확보
·SCM 전체 역(SCP, SCE) 수용이가능한공통핵심부분지원형태로개발

④보급활용
- 개발된템플릿활용촉진을위한기업대상설명회, 교육등의사업추진

* 상세(5개) 업종: 전자, 전기, 자동차부품, 식품, 물류/유통
* 기능별(6개) SCM 템플릿: 유통(CPFR), 수송관리(TMS), 계획(SCP), 설계지원시스템, 창고관리(WMS),
협업통합(SCR/SCE)

②상세SCM 템플릿(5개)
- 공급망중간에위치한기업대상

·코어SCM 템플릿결과물활용
·5개분야(업종) 선정
·공급망상의위치와비즈니스형태에따라세부
프로세스가지원가능한형태로개발

③기능별SCM 템플릿(6개)
- 공급망말단에위치한기업대상

·코어SCM 템플릿결과물활용
·사용기업의인적/IT 환경을고려한협업기능지원
형태로개발



치고2004년도에본격개발을추진하 다.

SCM 템플릿 개발사업은 공급망(Supply Chain)

상의 위치, 비즈니스의 특성 등에 따라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각각의특성에맞는3가지형태의템플릿을

개발토록하 다.

먼저, 코어(Core) SCM 템플릿은 SCM 전체를 구

현할수있도록업종별, 비즈니스형태별, 프로세스별

로구분가능한 역내에서각기업이적용가능하도

록 가장 핵심이 되는 공통적인 것을 표준화가 가능하

게개발토록하 다. 

둘째 상세 SCM 템플릿으로 코어 SCM 템플릿을

기반으로 기업이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업종 또는 기

업별로 비즈니스나 제조방식 등 공급망 내에서 차이

가발생하는부분에중점을두어개발토록하 다. 

마지막으로 기능별 SCM 템플릿으로 개별 기업의

상황(ERP 보유여부, 기업규모, IT화수준등)을 고

려하여SCM 기능중필요한부분을특화하여개발하

다.

정부는동SCM 템플릿개발결과물또한, 보급/활

용사업의일환으로기구축된SCM 템플릿전용사이

트(scm.korcham.net)를 통하여 온라인화하여 중소

기업이쉽게접근하여기업간e-비즈니스가활성화될

수있도록길잡이역할을계속해나가고, 각종 e-비즈

니스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동 사업 결과물을 적극 활

용할계획이다.

2. e-비즈니스 인력양성

20세기후반들어인터넷의확산과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지구촌은 더욱 빠르고 좁아지게 되었

고, 기업은 e-비즈니스를 도입하여 원가를 줄이고 매

출을 늘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공공 부문에도

급속히 퍼져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

공하기위한노력이각부문에서나타났다. 

전통산업에 대한 e-비즈니스 접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라는 과제는 민간 부문뿐 아

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적극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위한 외형적 인프라는 e-비즈니스의 확

대조류에편승하여상당부분구축되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의 속담

과 같이 IT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정보

화 인프라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를 활

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

지않는다면, 아무소용이없게되어인력양성은 e-비

즈니스의활성화를위한중요과제가되었다. 특히지

식기반 경제하에서 무형의 자산인‘지식’과‘기술’이

체화된인적자원의존재는매우중요하게되었다.

2004년초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주)TNS을통해

실시한 e-비즈니스 인력수급실태조사에 의하면,

2004년중 전체적으로 7만명 정도의 e-비즈니스 분야

인력부족이예상되고, 특히e-엔지니어부문에서의부

족현상이심할것으로분석하 다. 이러한인력부족

중에 기업은 공개채용, 헤드헌터 또는 전문 직업소개

기관, 대학(원) 추천에 의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경력

인 경우에는 타 기업으로부터의 스카웃, 재직 근로자

의재교육등을통해확보하고있다고나타났다.

아울러기업은인력부족해소방안으로대학교과과

정 개선, 교육연수 프로그램, 산학 공동연구 지원 방

안을 중시하 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는 대학

교과과정개선, 통신업은직업훈련지원, 금융업의경

우대학교과과정개선, 교육프로그램을제시하 다

또한 학교교육이 실무와 거리가 멀고, 실무 적용능

력이 부족하며,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재교육이 필요

한점을들어장기적인학교커리큘럼개정,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 고,

정부에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한 인력양성정책을적극

추진하도록요구하 다

초기에는인터넷이라는도구를사용해서수익창출

또는 업무의 가치창출이 이루어지면 이를 e-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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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 으나, 점차 기술 및 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이

외에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포함하여

야한다는의견이팽배해져모바일등다양한것을포

함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로 범위를 확장하는 추세

에있다. 

따라서 e-비즈니스란 경제주체(개인, 기업, 정부

등)들이정보통신기술을통하여비즈니스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개선하여 생산, 판매, 마케팅, 홍보 등의

분야에 효율성을 창출하는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e-비즈니스 인력이란‘정보통신기술을통하여

비즈니스프로세스를전략적으로사용하는인력’으로

볼수있다.

즉 e-비즈니스 인력은 IT와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

지만,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생산, 판매 등 경 활동

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IT 인력과 차별성이 있

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조사한‘e-비즈니스 인력

수급실태 및 국내 e-비즈니스 교육현황 조사’에 따르

면 기업의 e-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구축된 시스

템의 관리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2004년에는 4만

3,000명, 2005년에는 4만7,000명 부족하고, e-비즈

니스 환경에서 기업의 기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정보기술과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관

리자는 2004년 3,000명, 2005년 2,000명 부족하며,

e-비즈니스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용자에 대

한교육과기업의 e-비즈니스전반에대한상담및자

문을 담당하는 e-비즈니스 경 관리자는 2004년 및

2005년에5,000명수준이부족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 e-비즈니스 관련 인력 부족은 향후 상당 기

간계속될전망이다. 이는전자상거래규모가매년확

대되고 활용하는 분야도 전통적인 상거래 뿐 아니라

기업내부의정보화, 기업간및산업전반의지식경

확산 등 경 패턴 변화로 확대될 수 밖에 없고, 이를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전

망으로e-비즈니스에대한인력양성필요성을보여주

고있다.

(1) 신산업분야로서의e-러닝

정부는매년교육부총리주재하에인적자원개발회

의를개최하여인력양성종합계획을마련하고, e-비즈

니스 인력도 국가전략 분야에 포함시켜 진행하고 있

다. 특히 2004년도에는 e-러닝활성화를통한국가의

인적 자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마련

하게되었다.

e-러닝은‘정보통신기술(e)’과‘학습(learning)’이

결합된 분야로 교육과 산업이라는 두가지 시각의 통

합적접근이필요하다. 하지만현재 e-러닝관련산업

정책은 다수 존재하는 반면, 교육이나 인적자원 개발

이라는관점에서접근한e-러닝정책은미흡한실정이

다. 

이에 산업발전 측면과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측면

에서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이러닝산업발전

법의‘이러닝산업발전및활성화에관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요와 공급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있는 e-러닝종합정책수립을펴고, 이는 e-러닝시장

을 수요자 중심의 선순환 구조로 정착시켜 모든 관련

부처가역할분담및협력체제를구축하는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통신

기술을활용한교육, EBS 수능강의, 사이버가정학습,

국가인적자원개발추진전략 등의 수립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 및 평생교육 확산을 위한 e-러닝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004년 7월 이러닝산업발전법령

의 발효와 함께 e-러닝 기반구축을 위한 산업기반 조

성과 동시에 주요 업종별 e-러닝 컨텐츠개발 지원 등

을 통하여 e-러닝산업과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부합시키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즉 차세대 e-러

닝에대한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과함께 e-러닝

시장의활성화를위한e-러닝B2B 네트워크구축, e-

러닝지원센터건립등을추진하고있다.

그밖에 노동부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중심의 e-러닝을 발전시키고, 정보통신부는 온라인디

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른 컨텐츠 고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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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IT 산업의발전을도모하는것이다.

(2) e-비즈니스인력양성인프라확충

먼저 2001년도에 e-비즈니스에 대한 인력수급실태

조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운 중에 있는 e-비즈니

스 인력양성센터 운 의 지원이다. 인력개발센터는

교육기관실무자, 강사, 업계임직원, ECRC 강사, 컨

설턴트 등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도 종

전의 6개 과정 중 모바일 비즈니스 과정을 폐지하고,

인터넷 쇼핑몰 MD 과정과 인터넷 쇼핑물 창업과정

그리고 e-비즈니스 기반의 신규사업모델링 및 전략개

발 과정인 3개 과정을 신규로 개발하여 8개 과정으로

재설계하 고 e-비즈니스 계획, ERP, SCM, CRM,

전자문서표준화와같은기존5개과정을유지, 보완하

다. 

이를 바탕으로 인력개발센터에서는 정규, 특화, 특

강등12개 e-비즈니스전문과정별교육을21회실시

하여 약 450여명의 전문가를 배출하 고, ECRC 강

사요원을대상으로SCM의특화과정교육을통해 20

여명에게 실시하 으며, 대학 e-비즈니스 순회교육을

세종대에서 개최하여 취업전략에대한 교육과 기업체

CEO e-비즈니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동 상 교육컨

텐츠를 1500장 이상 배포하 다. 아울러 교육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Feedback)의 적극 활용과 전체

47명의 전문강사 풀(pool)을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로구성하여살아있는교육이될수있도록하 다. 

앞으로동센터는그동안추진해온사업을보완발

전시킴과 동시에 자체 전용교육장에 대한 독자적인

교육운 체계 정립, 교육운 및 과정개발에 대한 노

하우를 축적하여 독자적 사업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과정별전임강사진위촉및운 , 교육전담인력확충

및 자립 교육운 기반 조성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고, 동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정책방향

제시가필요하다하겠다.

(3) 여성 e-비즈니스인력양성

다음은 여성의 e-비즈니스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e-비즈니스여성사이버아카데미 구축이다.

이는사이버공간에서여성을대상으로e-비즈니스전

문교육체제를 구축하여 e-비즈니스 분야에 우수한 여

성인력을 공급하고, 이를 통한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

를 높혀 국가 전체적인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

으로하고있다. 

동 사업은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3개년

간의 사업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e-비즈니스 여성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정확한 시장상황을 반 한 교육과정을 도출하

으며, 전문경 인양성을위한Action e-MBA 과정

을시범적으로운 하여15주과정의교육을통해84

명의인력을양성하 다. 

2005년부터는 사이버를 통한 정규과정 개설을 위

한준비로서시스템구축및컨텐츠개발작업을진행

하고있다. 이는 e-비즈니스전공여성사이버MBA로

서e-비즈니스의주요요소기술과경 능력을겸비한

차세대 전문인 및 리더의 양성을 목적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에준하여 대상자를선발

하고2년과정으로계획하고있다. 

정부는 2004년도 동 사업에 총 7억원을 지원하여

컨텐츠 개발 및 사이버 학사업무를 수행할 시스템 구

축을 지원하 고, 그 결과물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는쉽게활용할수있는장치도마련하 다.

(4) 산학협동지원

대학교에 대한 지원은 e-비즈니스 교육용 실습프로

그램의개발을지원하는사업으로, ERP, e-MP, 전자

무역분야의실습프로그램구축을지원하고, 그성과

물을보급하여국내대학e-비즈니스교육과정을내실

화하고 국제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공업대학등6개대학에지원하 다.

대학원에대한지원은산업(기업) 현장의수요에바

탕을 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기업 인턴쉽, 겸임교수 충원, 공동

연구개발등‘산학컨소시엄e-비즈니스대학원’을지

정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e-비즈니스 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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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성장할수있도록그기반을구축해주는사업이

다. 금년도에는 경북대학교 등 5개 대학원에 대한 지

원을하고있다. 

(5) 성공사례발굴

2002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e-비즈

니스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타기업에 확산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제일모직의 지식경 등

12개사례발굴에의해금년도에도10여개이상의성

공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자사의 e-비즈

니스화에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하거나 일부 대학

(원)에서의교재로도활용할수있을것이다. 

(6) 지역 e-비즈니스지원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화 차원에서 e-비즈

니스의 지역 확산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전국

32개의전자거래지원센터(ECRC)를통해기업내재

직자를 중심으로 2004년말까지 약 13만명 이상의 전

자상거래실무인력을양성하 고, 3,000개이상의업

체에 컨설팅을 수행하 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센터

의 기능을 특화함과 동시에 기관간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를높여나갈예정이다.

(7) 해외유학지원

기업체에서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인력을 e-비즈니

스 고급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무역협회 주관으로

2003년부터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의 전자상거래과정

(Master of Science in E-Commerce) 17명에 대한

유학을 지원하 고, 2004년에도 20명 내외가 유학을

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기업들의 정보화 부문의

투자는교육투자및컨설팅등신규투자는감소하고,

시스템도입및유지보수부문에치중하고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그

증가율은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부분이 기업

간거래인B2B가차지하고있다.

그러나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e-비즈니스에 대

한 노력은 계속될 수 밖에 없고, 전자상거래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와 비례하여 e-비즈니스 인력

수요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수요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할것이다. 

최근 정부는 e-비즈니스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방안

으로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가

교육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통한 실무형 교육을 병

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e-비즈니스 교육은 필요하나

시간적, 공간적제약에의해기회가주어지지않는경

우에대비한사이버형태의e-비즈니스교육을강화하

는것도적극검토해나갈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의 인력양

성사업간의시너지효과를제고할수있는방안도매

우중요하다. 산업자원부는e-비즈니스발전모델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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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03년 2004년
증감율

‘ 03년 ‘ 04년

투자총액 27,476 30,313 9.1 10.3

시스템도입 13,463 15,565 -2.7 15.6

시스템유지보수 13,398 14,178 38.3 5.8

교육투자 143 132 -19.8 -7.7

컨설팅등기타 472 438 -33.8 -7.2

<표 6-2-5> e-비즈니스 투자 동향 단위 : 억원, %

자료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비고 ‘ 00 ‘ 01 ‘ 02 ‘ 03 ‘ 04(추정)

전자상거래액(증가율) 58 119(107%) 178(49%) 235(32%) 300(28)

총거래액 1,270 1,308 1,386 1,426 1,577

전자상거래율(%) 4.5 9.1 12.8 16.5 19.1

<표 6-2-6>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단위 : 조원

자료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술변화에 주목하여 e-비즈니스 인력양성로드맵을 작

성하여 시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지원체계도 보완하여 내실화를

추진해나갈계획이다.

4. e-비즈니스 표준화 정책

e-비즈니스 표준화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로벌

경 환경의 변화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

양한비즈니스주체와객체간에거래시수반되는정

보교환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e-비즈니스표준은필

요한공통규약을정의한다. 표준화된문서를통해 e-

비즈니스 거래가 원활하게 연동될 뿐 아니라, 국내는

물론국제불특정다수와의거래가성사될수있는것

이다. 

e-비즈니스표준의도입은동일한기술에대한중복

투자및사용자의혼란을방지하고, 생산성향상과이

용의편의제공을통한시장활성화를촉진시킬수있

을뿐만아니라, 시스템상호호환성확보를도모할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정보흐름을 빠르게 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e-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할수있는중요한기반이된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 내에 기존에 유통되는 EDI,

ERP, SCM을적용한기업환경에서기업의업무성과

를고도화할수있도록민간기업활동으로e-비즈니스

표준을 시의적절하게채택하고 국내 요구를 반 시키

기는쉬운일이아니다. 따라서정부에서는민간부문

의 e-비즈니스 표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

키기위하여e-비즈니스표준화정책을마련하여추진

하고있다.

e-비즈니스표준화정책은아시아, 유럽, 미주지역

적 특성에 따라 각각 적용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의 e-비즈니스 표준화 정책은 주로 ebXML을

적용하여 전자무역과 e-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적용하

여추진되고있다. 

한편 미주지역은 민간 중심의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상호운용 기반을 연구

지원한다. 또한 유럽에서는 기존에 투자된 EDI를 인

터넷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ebXML과 웹서비스

의상호운용에대한표준화정책을전개하고있다.

일본의 경우 ebXML을 e-비즈니스 협업공동 플랫

폼으로 정하고 8개 부문의 산업계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정비하고 있으며, ebXML 국가중앙등록저장

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전국전자업

무표준화기술위원회’를설립하고유통과물류부문의

표준화체계를연구하며, EDI를기반으로XML을활

용한표준기술체제를정비하고있다. 

기타 홍콩과 호주에서는 전자문서 및 상호운용성

가이드라인과 ebXML 등록저장소 구축 등의 기반이

지원되고 있으며, 전자무역, 물류, 유통 부문에서

ebXML 표준화가추진되고있다.

우리나라 e-비즈니스 표준화는 민간 산업부문의 e-

비즈니스 거래 고도화 및 협업 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각종e-비즈니스표준화사업으로추진된다.

(1) 표준전자문서의제정및보급활성화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KEC, Korea EDIfact

Committee)에서는산업계의다양한e-비즈니스협업

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전자문서 표

준에대한제개정및폐지사항을심의제정하고있다.

KEC 산하에철강, 유통, 무역, 외환, 통관, 자동차, 조

선, 해상운송 등 산업부문별로 31개의 하부 위원회

(Sub Committee)에서 인정하는 업계 표준을 수용하

여 로벌 표준과의 부합성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KEC 표준으로공식제정된다. 

2004년2월현재, XML 표준전자문서3개업종38

종, EDI 표준 전자문서 13개 업종 부문 263종,

XML/EDI 표준(참조) 전자문서는3개업종53종의문

서등총354종의표준전자문서가제정보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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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표준 전자문서의 원활한 개

발과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KEC 표준 라이브러리’

를 제정 공표하고 있으며, ‘전자문서개발가이드라인’

을 개발하여 산업계의 전자문서 개발에 필요한 지침

을제공하고있다. 다양한민간부문의 e-비즈니스시

스템 개발에 지침과 라이브러리를 공동 활용함으로

서, 타산업부분의기업과도협업기반이제공되고저

비용으로 편리하게 전자문서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국내B2B 네트워크구축사업, 전자무역, 전자조

달, 물류등다양한국책프로젝트의전자문서개발에

도적극적으로적용활용되고있다.

(2) 전자거래중앙등록저장소운 및상호연계추진

국내 e-비즈니스 거래표준화를 총괄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는 전자거래중앙등록

저장소인 REMKO(www.remko.or.kr)를 운 하고

있다. REMKO에는 KEC 표준으로 제정된 표준 뿐

아니라, 업계 표준으로 상정 중인 표준을 등록관리하

고, 업계에서공동활용이필요한전자문서지침과표

준라이브러리(KEDIfact, XML) 뿐아니라전자문서

코드, 협업 프로세스 참조 라이브러리, 표준 참조 전

자문서샘플등을제공한다. 이를통해서민간부문전

자문서의 표준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성을 높

여주게된다.

REMKO는 중앙등록저장소로서 민간의 전자거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등록저장소와 연계 기

능(Federation)을 구현하고 있다. 2003년 철강업종

의 등록저장소와 연계되었으며, 국내 개발 예정인 다

양한업종등록저장소와연계를계획하고있다. 

해외국가중앙등록저장소와연계를위한모델을일

본, 중국, 대만등과공동으로개발중에있으며, 일본

ECOM과 국가등록저장소 상호연계 POC(Proof of

Concept) 프로젝트를2005년에수행할예정이다. 

(3) e-비즈니스상호운용성기반구축및인증정비

e-비즈니스시스템개발시표준적용을체계화하고,

민간부분의표준적용을활성화시키기위하여e-비즈

니스 상호운용성 기반 구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는‘e-비즈니스 표준적용

기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국내 e-비즈니스 시스

템에 체계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표준기술 적용을 위

한지침을제공한다. 또한, 국내기업에서광범위하게

활용되는전자세금계산서에대한 표준 전자문서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인증준비위원

회’를구성하여표준전자세금계산서문서교환을인증

기준및절차를정비하 으며, 민간부문의표준전자

문서의유통을계속확산해갈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KorBIT(Korea

B2B Testbed) 컨소시엄에서는표준을적용하여개발

된 e-비즈니스 시스템의 상호호환성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구축하 다. KorBIT테스트베드는세계

최초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ebXML 메시징시스템

에 대한 상호호환성 온라인 테스트 등 상호운용성 기

반구축을추진하고있다.

(4) 전자상거래표준(ECIF) 규격개발

한국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ECIF)은 전자상거

래표준화로드맵을 연구·발표하여, 전체 e-비즈니스

표준화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일반인 및 전문가들

에게용이하게지원하여주고있다.

ECIF 기술위원회를 통하여 개발한 ECIF규격은

2004년 6월 현재 전자 카탈로그 21종, 전자문서 16

종, 전자거래기반기술47종, 제품모델16종, 기타13

종으로 총113종의 ECIF 규격이 제정 공표되어 활용

되고있다.

국내기업간거래시e-비즈니스표준을적용함으로

써 재고 비용의 절감, 시간 단축 및 재입력 작업의 감

축, 안정된 정보 교환, 기업 간 원활한 협업 등 기업

경 프로세스의전반적인혁신을가능하게한다. 

e-비즈니스 표준화 정책은 경쟁우위 경제를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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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디지털 기술 및 e-비즈니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

여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11개 무역업무 자동화(전자무역 종합 육성시책), 국

제 간 전자상거래 정책협조체계 구축, B2B 네트워크

기반구축 등의 사업과 깊은 연관 속에서 시장을 견인

하는동인이되어야할것이다. 

또한 민간 부문의 e-비즈니스 이행(Transforma

tion)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표준화비용절

감 및 민간 부문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협업적 상호운

용성 기반 제공 등이 중요하다고 본다. 전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문서이용촉진및 서류

없는교역거래확대속에서e-비즈니스표준화정책은

더욱중요성이강조되어야할것이다. 

제 3절산업의디지털화및
전자거래확대

1. B2B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B2B   
인프라 확충

우리 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0

년부터 정부는 산업 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

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동 사업은 제품/부품 분류체

계의표준화, 부품·업체DB, 표준전자문서및전자

카탈로그, 업종 내 공급망(Supply Chain) 간의 협업

(Collaboration)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협업정보교환체계구축등이주요내용이다. 

특히 동 사업은 기업 간 협업없이는 구축하기 곤란

하며, 그 산출물이 다수의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 간 거래·협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의

의의가 있으며, 2004년 10월말 현재 45개 업종에서

1300여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여 업종별로 1~3차년

도사업을추진중이다.

본사업은현재45개업종에단체및협회외1,300

여개 기업들이 공동으로 표준 전자문서, 전자 카탈로

그및DB 등표준화관련기반을착실히구축하여우

리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수있는기반을제공하고있다는데그의의가

있다

2003년 이전에는 사업 종료된 업종이 없는 상태임

에따라표준화결과물의활용을통한비용절감및사

용편의성 증대 등의 기대효과 차원에서 추진 실적을

산출해 본 결과, 2002년 각 업종 사업 결과물 활용을

통해 연간 6,480억원의 거래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

과가나타난것으로집계됐다.

2004년 6월동사업을통한 1, 2, 3차지원업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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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000년)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섬유, 전력, 유통, 생물등9개

* 대부분‘00년부터업종별협회및단체중심으로추진(생물은’01년부터추진)

* 2003년9월사업완료(자동차, 조선등4개사업추가지원)

2차(2001년) 시계, 파스너, 공구, 농축산물, 건설, 정 화학, 금형, 석유제품, 골판지, 가구·목재, 물류등11개

* 온라인-오프라인간컨소시엄구성, 공모방식으로선정(2001년4월)

* 2004년6월사업완료. 2004년10월현재시계, 금형, 물류, 골판지, 공구5개사업추가지원

3차(2002년) 자동화장비, 뉴세라믹, 비철금속, 안경/광학, 완구, 건설설비, 애니메이션, 제지, 환경, 신용보증등10개

* 컨소시엄방식을유지하되오프라인중심으로선정(2002년3월)

* 2004년10월현재3차년도사업추진중

4차(2003년) 전지, 광업, 주조, 귀금속, 문구, 의료용구, 항업, 식품, 화훼등9개

* 컨소시엄방식을유지하되오프라인이중심으로선정(2003년3월)

* 2004년10월현재4차년도사업추진중

<표 6-2-7> B2B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실적



B2B 전자상거래기여도를분석해본결과, 전체B2B

전자상거래 규모의 약 16%인 32.8조원으로 집계되

었다. 이는 2003년 B2B 전자상거래액 206조8,000

억원(2004년 5월 통계청 조사 기준) 중 32조 8,171

억원 규모의 전자상거래가 동 사업의 지원으로 구축

된시스템을활용하고있다는것이다.

예컨데자동차업종의경우, 자동차MRO 부품분류

체계 표준화 결과물을 현대기아자동차 및 협력업체

구매 업무를지원하는 e-마켓플레이스(Vatzz.com)에

활용하고, 연간 6,000억원의 MRO 자재를 거래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업종의 KNX망(현대·기아자동차

및 부품협력사 등 970여 업체가 가입, 활용중), 유통

업종의KorEANet(신세계등대형유통업체5개사및

1000여개 협력업체 가입 및 활용), 조선업종의 설계

정보교환시스템(한진중공업및협력업체활용) 등구

축이 완료된 결과물의 경우 실제 업무에 활용되고 있

다. 2차업종(11개), 3차업종(10개)에 대하여는 활용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2차 업종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4년에는 전자거래를 통한 실거

래가가시화될전망이다.

3. 향후 추진계획

공개형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거래가 아직도 부진

한상태인데, 2003년B2B 거래액238조원중e-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거래된 금액은 전체의 3%인 약 7조

원 수준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투명거래에 대한

부담감, B2B 전자상거래의성공에대한확신부족등

여전히 B2B 활성화를 저해하는 많은 요인이 상존하

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2004년도부터는 지속적인 업종 확대

외에도 기존 업종의 전자상거래 모델 개발 및 검증에

대한 지원 확대, 활용 중심으로의 사업방향 전환, 공

급망관리 도입,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을 적극 추

진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7년까지 전자상거래

율을 30%로 확대하기 위하여 신규 업종의 추가보다

는 기존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B2B 전자상거래를 활

성화하는데역점을두고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신규지원 업종은 산업적 중요성이 큰 몇 개 업종으

로 한정하고, 기존 업종의 지원은 수익모델 창출, 해

외시장 개척 등 성과활용 중심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

해우수업종을중심으로지원을강화할것이다. 

이와함께 B2B 인프라가 우리 산업의 생산성 및 거

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시, 업종 간 거래

및 데이터 호환의 걸림돌 해소를 위한 통합상품분류

체계 구축 및 검색툴 개발, 결재, 물류 등 거래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G2B 및 해외 e-마켓플레

이스와의 연계 등 실거래 활성화 지원기능 강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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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내B2B 거래 B2B 사업거래 B2B 사업거래규모율
구성비 구성비

기업간전자상거래 2,068,540 100 328,171 100.0 15.9

구매자중심형 1,506,880 72.7 308,581 94.0 20.5

판매자중심형 487,660 23.4 18,759 5.8 3.8

중개자중심형 74,000 3.8 831 0.2 1.1

<표 6-2-9> 2003년 거래주도 형태별 기업 간 전자상거래 규모 단위 : 억원, %

* 거래규모산출방법 : 동사업의지원을통해구축된제품분류체계표준화, 표준전자문서교환시스템, 전자카탈로그시스템, 협업시스템, e-마켓플레이스등을활용한
거래실적을집계

구분 DB 구축 전자카탈로그 전자문서 기타DB

2000년 995,800 239,500 190 6,567

2001년 997,291 237,605 126 50,598

2002년 1,185,406 553,022 350 186,279

2003년 1,481,758 1,382,555 169 558,837

계 4,660,255 2,412,682 835 802,281

<표 6-2-8> 업종 공통의 표준 인프라 구축현황 단위 : 건



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동북아 e-

비즈니스중심지화를위한물류기능확충및e-트레이

드 허브 구축(한·중 e-트레이드 허브로 확장) 등을

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산업 부문 기업 간(B2B)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거

래비용절감을통한산업전반의생산성향상은물론,

기업 간 협업 문화를 형성하고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2. 중소기업 IT화 추진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인력과 자금의 부족, 장

기적 비전과 추진 전략의 부재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데많은애로를겪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는중소기업의사내정보화가e-비즈니스를위한가치

사슬(Value chain)의출발점임을인식하고, 중소기업

의 IT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중소기업 IT화 지

원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중소기업의 IT화는 로벌무한경쟁시대에중소기

업 자체 경쟁력 강화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

다. 이제모든기업들은 IT화를통해정보를전략적으

로 활용하여 물리적인 제품의 유통과 생산 능력을 더

욱배가시켜야되는상황이도래한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

어 추진하는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목적은 무엇보다

전통산업의 IT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 또는 IT친

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이다.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2만달러달성등선진국으로도약을위해서는우

리산업의 체질을 노동과 자본 등 투입 위주의 전략에

서‘혁신주도형성장전략’으로이전해야하는데, IT

는 바로 우리 기업 경 을 혁신하게 해 주는 훌륭한

도구로활용될수있다.

(1) 3만개중소기업 IT화사업

정부는 지난 2001년 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3만

개중소기업IT화지원사업을추진하 다. 

지원 프로그램은 첫째 IT화에 대한 사전 컨설팅 지

원이다. 이는 정보화 수준평가 및 단계적 IT화 계획

수립을위해전문컨설팅비용의80%를지원(업체당

최고 150만원 한도)하 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컨설

턴트를 통해 IT화 추진방안의 사전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등이 보유하고 있

는정보화컨설턴트를신청기업에파견하는것이다. 

둘째는, 개별 중소기업의 IT화 구축 지원이다. 즉

기초정보 소프트웨어를 중진공·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보급하고, ERP 및생산공정IT화소프트웨어도

입에필요한교육·컨설팅등을지원하 다. 

셋째는ERP 또는생산공정의 IT화지원이다. 이는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IT업체 인

력풀(http://it.sbc.or.kr)을 참조하여 관련 IT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진흥공

단에서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하여 해당 기업의 정보

화 수준, 정보자원 등에 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

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이

경우 정부의 지원규모는 ERP(ASP 방식 포함) 또는

생산공정의 IT화를도입하는과정에수반되는교육·

컨설팅·커스터마이징 비용을 지원 (업체당 최고

2,000만원)하 다.

넷째는공급망(supply chain) 상의연계기업간협

업적 IT화 지원으로서, 공급망 상의 대기업·중소기

업·e-마켓플레이스 간에 협업적 IT화를 추진할 경

우, 이에참여하는중소기업을지원하 다. 특히협업

적(Collaborative) IT화사업은개별기업차원의사내

정보화 시스템도 중요하나, 이것이 산업 내 공급망에

서 B2B 및 e-비즈니스로 연계 활용되어야 시너지 효

과가 발생한다는 데에 주목하 다. 즉 공급망의 정점

에있는대기업을비롯, e-마켓플레이스등과공동활

용될 수 있는 IT 시스템 구축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2005 e-BusinessWhite Paper 451



효과적이라고판단한것이다.

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실제로 정부의 예

산(총 773억원)에의해지원이이루어진사업추진실

적은<표6-2-10>과같다. 

동 사업에 대해 정부는 지원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

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중소기

업들의 IT화 분위기 확산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고평가하고있다. 특히그동안교육, 마인드제고등

간접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시장원리 위에서 IT업체

들과 개별 중소기업들을연계시킨 정책이 주효하 다

고보여진다.

아울러, 동 사업은 수혜자인 중소기업과 공급자인

IT업체, 양쪽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외

부연구기관및제3자적의견도대체로동사업이중

소기업에게본격적인 IT화추진계기를제공하 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동 사업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

다.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2년 12월부터 2003

년6월까지분석한자료에의하면, ERP, 기초정보소

프트웨어 등 전반에 걸쳐 비교적 만족스러운 성과와

기업 이익률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RP의

경우, 업무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5점으로 나타났으며, 월말결산기간, 판매주문처리

시간, 물류조달시간, 이익률 등에서 전반적으로 긍정

적인효과를냈다.

기초정보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비교적 평균점수

(2.5점)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처

리 신속성의 개선(3.65점), 업무처리환경의 개선

(3.59점), 자료관리능력의 향상(3.58점), 업무처리능

력의 향상(3.57점), 고객 응대력의 향상(3.44점) 순

으로 나타났다. 다만, 컨설팅, 교육지원, 사용자설명

서, 사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후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의21.7%는만족하지못한것으로응답하 다.

(2) 2단계중소기업 IT화사업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됨에 따라 제 2단계 중소기업 IT

화 지원 계획를 마련하고, 그 첫해 사업으로서 2003

년 IT화사업을추진하 다.

2003년 사업은 대체적으로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과유사하나, 다음의점에서차이점을보인다.

첫째, 지원금액의증액과지원범위의증가이다. 이

전의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3,000만원(후술하는

IT화선도기업은최대5,000만원)을지원하 고, 3만

개 사업에서 인정하지 않던 소프트웨어 패키지 비용

도지원하 다.

둘째, 통합무역관리솔루션, 모바일 비즈니스 연계

IT화 등의 새로운 지원 분야를 추가하 다. 통합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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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IT화사전컨설팅 기초정보S/W ERP 도입 생산공정IT화 협업적IT화 합계

지원신청 270 40,552 3,196 40 461 44,519

지원완료 240 27,750 2,592 39 311 30,932

<표 6-2-10> 중소기업 IT 사업 추진 실적 단위 : 기업체수

* 지원신청 : 사업공고이후중소기업이 IT화를위해정부지원금을신청한기업수
* 지원완료 : 신청기업을심사하여지원승인을하고구축과정을거쳐최종정부자금이집행된기업수

구 분 도입전 도입후 도입효과

총자산순이익률 8.3% 11.1% 2.8%p 증가

매출액 업이익률 10.3% 12.8% 2.5%p 증가

구매처리시간 146.8분 84.8분 62분단축

물류조달시간 63.4분 33.8분 29.6분단축

핀매주문처리시간 43.6분 26.5분 17.1분단축

고객서비스대응시간 32.4분 22.3분 10.1분단축

월말결산기간 6.1일 3.2일 2.9일단축

채권관리(5점만점) 2.71점 3.23점 0.52점향상

인적자원정보관리(5점만점) 2.66점 3.22점 0.56점향상

<표 6-2-11> ERP 도입 효과



관리솔루션은 중소기업의 전자무역을 지원하 고, 모

바일비즈니스는예컨대, 건설분야의현장작업업무

를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구현하는 것을 지원하

다.

셋째, 중견중소기업의SCM 구축이다. 동지원분야

는 우선 중소기업 중 협력업체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SCM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수·발주 정보를 교환하

는데지원한것이다.

넷째, IT화선도기업육성을위한지원이다. 선택과

집중 방식을 적용하여,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과 준비

가 잘 된 기업을 선발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 정부

예산을지원한것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면 업종/지역을

불문하고기본적으로지원대상이된다. 다만, IT화의

효과성제고및예산의효율적집행을위해ERP 기반

의 협업화의 경우 매출액 30억원 이상과 상시 종업원

수 30인 이상을 최저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소

규모 세기업도 협업적 IT화에 동참시키기 위해 상

시 종업원수 기준 10인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지원

대상으로인정하고있다.

정부자금을지원받아 IT화를추진하려는중소기업

은 해당 IT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와 자율적인 계약

을맺고, 구축사업내용에따라‘IT화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http://it.sbc.or.kr), 무

역협회, 전자거래협회등에제출하면된다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 2단계 중소기업 IT

화사업의주요추진전략은네가지정도로구분된다.

첫째는3만개중소기업 IT화지원사업에참여한기

업에대한사업의내실화지원이다. IT화시스템을도

입한 기업에 대하여 활용도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

를 실시하여 IT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IT화

성과측정지표를 개발하 으며, 정기적으로 중소기업

에 대한 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해나가고있다. 또한 IT 시스템도입중소기업의

운 상의애로를적극적으로해결하고자중소기업 IT

화콜센터를운 하고있다.

둘째는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업그레이드를 적극

추진해나가고있다. 3만개 IT화사업등을통해구축

된 IT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부가 솔루션의 도입

을지원할계획이다. 지원분야는다음과같다.

·기초정보소프트웨어구축기업의ERP 도입및협업적IT화추진

·ERP 및협업적 IT 구축기업의ERP 모듈추가

·e-러닝 솔루션, ERP 등 내부 시스템과연계된모바일 IT화 솔

루션

· 로벌경쟁시대수출환경을고려하여통합무역솔루션등

셋째는공급망상의연계기업간협업적 IT화확대,

기타 통합제조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IT화의 실

질적효과극대화를도모할것이다. 특히협업적 IT화

는 IT화를 통한 e-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대기업만 아

니라,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네트워

크 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사내 정보화를 기초

로 중소기업이 모기업 등 여타 가치 사슬(Value

Chain) 상의 기업들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

도록지원하고있다.

넷째는 기업 자율적으로 중소기업 IT화를 추진할

수있는인프라지원을위해사이버체험관등을구축

하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이 IT화 과정의 애로사항으

로서 제기되는 IT화 시스템 관련 정보의 불충분성을

보완하자는것으로, 소프트웨어에대한소개, 평가및

데모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구성

하게된다. 

또한기초정보소프트웨어솔루션페어를개최하여

기초정보 소프트웨어 보급을 통한 IT 마인드 확산을

유지하며, 세소기업들의초기단계의 IT화추진시

기업의역량을강화하도록할것이다. 자율적 IT화분

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IT화 성공사례의 보급 또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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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항이므로 중소기업 IT화 대상 제도를 유지하

여 성공사례를 발굴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IT화

추진의지를지속적으로확산시켜나가고자한다.

제 2단계 IT화 사업 3개년 계획에 따라 2003년도

에 정부예산 33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주요현황은

<표6-2-12>와같다.

2004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200억원이었으나,

2004년 7월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00억을 확보하여

총300억원으로사업을추진하여중소기업IT화에더

욱박차를가하 다.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내실화와 고

도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7년까지 전자상

거래율 30% 수준을 달성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적 수

준의e-비즈니스선도국가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내 정보화 및 업무 프로세스

의혁신을위한 IT화를위한정부와민간의노력은우

리나라 IT 인프라구축확대측면만이아니라, 구축된

인프라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산업 경쟁력 증대의 차원에서도 세계 선도 국가로 자

리매김할수있도록기여하게될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개별 기업의 사내 정보화 측면

보다기업의실질적인e-비즈니스구현을위하여협업

적 IT화에더욱중점을두어추진할계획이다. 중견·

중소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협업적 IT화 추진과 더

불어대기업과중소기업간e-비즈니스가활성화될수

있도록 연차별로 협업적 IT화에 예산 비중을 확대하

는방향으로나아갈계획이다.

또한, 정부는기존구축된중소기업 IT 인프라의활

용 촉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및 사후 지

원 기능을 수행하여 지원된 인프라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계획이다.

3. ECRC를 중심으로 지역 e-비즈니스
혁신체제 구축

(1) ECRC 사업추진경위

전자상거래지원센터(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는 1996년에 산업자원부가 초보

단계에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를 확산하고, 특히 중소

기업의전자상거래를촉진하기위해‘전자상거래촉진

방안’을 수립하면서 미국의 ECRC(1994년 설립)를

모델로 1997년에 수도권 3개 기관(중소기업진흥공

단, 생산성본부, 무역정보통신)을 지정·운 함으로

써비롯되었다.

당시는전자상거래분야에대한전문법률이없어서

‘공업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ECRC의근거규정을마련하 다. 지정기준은‘정보

화와관련된인력양성, 기술지도, 컨설팅등의사업을

위하는기관’으로하 으나, 이러한조건을갖춘기

관으로는한국CALS/EC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전

자거래표준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정도로 대부분 수도권에 있었다. 또

한 지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은 극히 낮은 상태

고, ECRC 사업을수행할만한역량을갖춘기관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ECRC가 지정

되었다.

ECRC 사업이지역까지확대되어전국적으로추진

454 -

지원분야
업그레이드 협업적IT화

합계(갯수)
ERP IT화선도 TP/모바일 대·중소협업 SCM e-MP 연계/e-러닝

지원신청 1,301 51 399/9 324 47 48/5 2,184

지원결정 1,023 35 363/5 274 30 20/5 1,755

(지원완료) (784) (33) (376)/(5) (268) (29) (20)/(4) (1,519)

<표 6-2-12> 2003년 중소기업 IT화 사업 지원 현황 단위 : 개수

* TP(Trade Partner) : 통합무역솔루션



된 것은 1999년에‘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여

ECRC 근거법률을 변경하고, 2000년 2월에 수립된

‘전자상거래 종합대책(대통령 보고)’에 의거해 지역

간정보화격차해소를위해37개ECRC를추가지정

하면서부터다.

최근에 와서 지역 중복문제가 있는 기관과 역할에

한계를 드러낸 수도권의 특성화 ECRC 등 몇 개

ECRC를정리하고, 현재는전국16개시·도에32개

ECRC가지정·운 중에있다.

(2) 사업추진현황

ECRC는우리나라전자상거래도입기인1997년부

터사업을추진하여 2단계 1차년도(2002. 9.~2003.

4.)까지전자상거래관련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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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참 여 기 관

지정년도
순서 ECRC 기관명

수도권 1 한국생산성본부 1997

특성화ECRC (2) 2 서울대학교교육연구재단 1998

서울지역ECRC (1) 3 대한상공회의소 2000

서울·인천·경기 4 인천상공회의소 〃

지역ECRC (4) 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6 경기테크노파크 〃

강원지역ECRC (3) 7 춘천상공회의소 〃

8 강릉대학교 〃

9 중소기업진흥공단강원지역본부 〃

대전·충남 10 대전상공회의소 1998

지역ECRC (3) 11 호서대학교 2000

12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충북지역ECRC (2) 13 청주상공회의소 〃

14 충주상공회의소 〃

대구·경북 15 대구상공회의소 1998

지역ECRC (6) 16 진전문대학 2000

17 구미상공회의소 〃

18 경산상공회의소 〃

19 경북테크노파크 〃

20 포항상공회의소 〃

부산·경남 21 부산상공회의소1998

지역ECRC (4) 22 마산상공회의소 2000

23 진주상공회의소 〃

24 창원상공회의소 〃

울산지역ECRC (1) 25 울산상공회의소 〃

광주·전남 26 전남대학교(광주광역정보센터에서변경) 2002(1998)

지역ECRC (4) 27 광주상공회의소 2000

28 순천광양상공회의소 〃

29 목포상공회의소 〃

전북지역ECRC (2) 30 전주상공회의소 〃

31 익산상공회의소 〃

제주지역ECRC (1) 32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합 계 32개ECRC 지정기관

<표 6-2-13> ECRC 지정 현황(2003년)



구축, e-비즈니스 분야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및 지역간 전자상거래 격차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각

사업분야별로추진현황은다음과같다

2004년 말까지 6,181회의 강의를 개설하여 17만

여명의 산업체 직원 및 예비 산업인력을 대상으로 교

육을실시하여전자상거래인력확충에기여하 다

교육과정 수료 후 만족도를 조사한 설문결과에서

거의 과반수가 넘는 수료생들이 ECRC 교육과정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역 기업체의 전자상거래 도입 및 실무자들의 지식

및 기술 배양을 위해 교육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

며, 예비산업인력에 대한 교육이 산업체 취업까지 연

결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갈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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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교육인원(명)

비율(%)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합 계

매우만족 1,448 2,623 1,474 3,482 4,314 5,363 3,638 22,342 22.1

만족 2,254 5,192 5,613 10,454 11,043 8,069 8,744 51,369 50.9

보통 1,253 2,625 2,361 7,362 8,205 1,566 1,229 24,601 24.3

불만족 365 166 380 538 319 194 163 2,125 2.1

매우불만족 18 21 14 366 143 19 14 595 0.6

합 계 5,338 10,627 9,842 22,202 24,024 15,211 13,788 101,032 100

<표 6-2-15> ECRC 교육에 대한 만족도 (평가설문결과)

* 위 설문조사는각 ECRC별조사결과를집계한것이며, 교육수료생은설문에응한인원임

종업원규모(명)
수혜기업(개)

비율(%)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합 계

10명이하 20 41 63 97 177 435 225 1,058 33.5

11~50 32 64 100 153 277 383 426 1,435 45.5

51~100 11 22 34 52 94 115 59 387 12.3

101~200 6 13 20 31 56 32 21 179 5.7

201명이상 4 7 11 17 30 13 13 95 3.0

합 계 73 147 228 350 634 978 744 3,154 100

<표 6-2-17> 종업원 규모별 컨설팅 수혜기업>

* 위 설문조사는각 ECRC별조사결과를집계한것이며, 수혜기업은설문에응한숫자임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전문컨설팅횟수 69 158 292 821 1,099 1,067 816 750 5,072

컨설팅시간 2,464 3,010 3,968 6,236 12,391 30,325 36,875 20,599 115,868

수혜기업체수 42 89 196 542 858 1,097 815 748 4,387

<표 6-2-16> 연도별 전문컨설팅 횟수 및 수혜기업체 수 단위 : 건, 명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교육개설회수 271 438 639 969 1,214 1,011 880 759 6,181

교육수료생 6,519 16,427 21,913 27,285 29,797 23,578 22,600 21,304 169,423

<표 6-2-14> 연도별 교육과정 및 교육수료생 수> 단위 :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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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건) 지역특화사업명 주요내용 기대효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터넷쇼핑몰창업경진대회 e-마케팅지원을위한경진대회 창업촉진, 고용창출

인천상공회의소 e-비즈니스몰(인천지역기업체사이버홍보관) e-마케팅지원사업 입주기업상품홍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e-Hub 마켓플레이스구축운 B2B 마켓플레이스 전자무역활성화

경기테크노파크 기업웹호스팅/메일서비스및쇼핑몰솔루션제공/구축지원 e-마케팅인프라지원

춘천상공회의소 춘천지역주문·배달시스템공동구축 e-마케팅지원사업 지역기업주문배달지원

강릉대학교 강릉시문화·관광웹사이트구축 관광정보제공 지역소득확대

강릉시지역특산품전자시장구축및운 e-마케팅지원사업 지역특산품판매증진

중진공강원지역 GW-MART 입점업체확대및활성화사업 e-마케팅지원사업 지역특산물판매증진

대전상공회의소 대덕밸리벤처지식포탈구축및컨텐츠개발 e-마케팅지원사업 벤처업체에적합한

e비즈니스모델개발

호서대학교 지역중소기업Digital Cyber Valley 사이버상의정보교류의장마련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천안삼거리가구단지쇼핑몰구축지원 e-마케팅지원사업

청주상공회의소 산학협력을통한중소기업ERP 구축지원사업 교육, 컨설팅 고용창출및업체지원

충주상공회의소 충북상품사이버전시관구축 e-마케팅지원사업 지역특산물판매증진

대구상공회의소 종합유통단지C-Biz 구축 사이버유통단지조성 제품가격조정가능

진전문대학 3D 제품전시관구축 온라인거래알선 중소기업판매증진

경산상공회의소 한방바이오e-biz 네트워크구축사업 거래알선및정보제공 지역산업홍보

제주도중소기업 산학연관민박, 펜션정보화지원사업 펜션및민박업계의 예약및

종합지원센터 결제시스템을제공

포항상공회의소 ebXML 기반B2B 활용인프라지원 B2B 지원 기업업무효율성증대

부산상공회의소 e-BizMall 구축운 기업/상품정보DB, 경 /경제정보, 지역기업4,800업체, 상품

(부산기업, 상품통합정보서비스) 경 상담실등운 12,000여개품목정보제공

마산상공회의소 물류정보포탈사이트구축운 물류기초정보·항만물류정보· 지역물류인프라이용촉진

국제물류정보·무역지원서비스·

운송정보서비스·물류B2B

진주상공회의소 경남특산물쇼핑몰운 e-마케팅지원사업 경남지역특산물150여개

사이버몰구축

진주실크전문사이버쇼핑몰 e-마케팅지원사업 진주지역견직물25여개

사이버몰구축

창원상공회의소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계산서발행 시간및비용절감

내구성소비재판매대리점지원ASP 시스템 자동차, 오토바이등내구성소비재

판매대리점의B2C 지원시스템

구축및성공사례발표

울산상공회의소 OTDASP 수발주시스템 재고감소및신속대응

ToolPartner(산업공구인터넷쇼핑몰) 사업 산업공구인터넷쇼핑몰

전남대학교 중소기업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지원사업 소기업의전자상거래기획및

마케팅관련자문수행

광주상공회의소 광주Biz-Info Portal 사이트구축사업: GJBIZ.net 온라인B2B 거래알선기업및 18,000개기업의정보등

상품정보제공

순천광양상공회의소 광양항항만물류정보시스템구축 e-Catalog, 시스템광양항Web- 

Zine 구축, 구축화물운송중개서비스

목포상공회의소 목포권산업단지전자상거래기반구축사업 포털사이트

전주상공회의소 전통문화상품쇼핑몰 e-마케팅지원사업

건설E-Market (Jbhouse.co.kr) 조달청G2B시스템에서도내

입찰정보만을취합별도제공

익산상공회의소 귀금속전자상거래쇼핑몰(B2C)사이트운 지원 e-마케팅지원사업

<표 6-2-18> 주요 지역 특화사업 추진 사례



있을것이다

2단계 1차년도 사업이 종료된 2004년말까지

4,387개 업체에 대해 5,072회에 11만5,868시간의

전문컨설팅을 실시하 다. 1999년도부터는 컨설팅

횟수나 수혜기업체 수의 증가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 한 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시간이 늘어

나 컨설팅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컨설팅 수혜기업을 종업원수로

분류해 보면, 50명 이하의 기업이 79%로 나타나 정

보화기반과 자금이 열악한 세 중소기업이 주로 혜

택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0년도 이후 초기의 교육 및 컨설팅·기술지원

등 인프라 구축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

는e-비즈니스분야지역특화사업을발굴추진하고있

으며, 주요추진사례는<표6-2-18>과같다.

(라) 기타정보제공등

기타 조사학술연구 414건, 정보DB 구축 2,123건,

온라인정보제공15만8,902건,  거래알선시스템운

129건, 거래알선 8만4,085건, 세미나 및 전시회개최

799회등을추진하 으며, 일반인을대상으로 e-비즈

니스정보제공및종합안내를위하여‘e-비즈니스종

합안내센터(1588-2144)’를설치운 중에있다.

1997년도 이후 ECRC 사업은 중소기업의 전자상

거래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해왔으나,

2000년도이후ECRC 사업외에도중기IT화지원사

업 등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사업

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최근에 와서는 지역 간

e-비즈니스 격차 해소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ECRC

사업을추진하고있다.

사실ECRC는전국16개시·도에32개기관이분

산 지정되어 있어 유일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e-비즈니스지원기관으로서, 지역간e-비즈니스

균형발전에많은기여를해오고있다. 하지만보다효

과적으로지역이필요로하는e-비즈니스사업을추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한 실정

이다.

그러나 ECRC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는 매칭펀드방식에 의해 정부지원금에 상응한

자금만을ECRC에지원해주고있다는불만을나타내

는등사업참여에소극적이기때문에, 지자체의참여

를확대하는방향으로ECRC 사업추진체계를보완해

나갈필요가있다.

또한 ECRC는 적은 예산(ECRC당 1억원 내외)으

로 인해 교육, 컨설팅 등 기초적인 사업 외에 지역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을 발굴 추진하는 데 한계를 보 으며, ECRC 상호

간 유용한 정보 공유 및 사업 노하우를 교환할 수 있

는 협력시스템없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내ECRC 간사업중복문제, 지역별·ECRC별

사업추진역량의격차확대등의문제를노출시켰다.

아울러 초기의‘공급자 위주의 사업수행 방식’에서

‘수요자 위주의 사업수행방식’으로 빨리 전환하지 못

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인지도를 높여 나가지 못했고,

주로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기초

지자체까지 e-비즈니스 마인드를 확산·연결시키는

데에는다소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이다

앞에서 지적된 ECRC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하여‘지역중심’으로 ECR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과같이ECRC 사업추진방식을개선하 다.

(1) 전국 ECRC 운 협의회구성(2004년 1월)

광역자치권 기준으로 우수 ECRC 12개 기관으로

전국ECRC운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수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458 -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 구축된 ECRC 전국 네트워

크를활용하여개별ECRC 사업중6건의우수사업을

발굴하여 전국 사업으로 확대·보급하 으며, 앞으로

도이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2) 지역 ECRC 운 협의회운

ECRC 사업에대한지자체의참여를확대하고지역

스스로지역의특성과요구에맞는e-비즈니스사업을

발굴하여공동으로추진해나갈수있도록5개권역별

로 지자체, 지역전문가, ECRC가 참여하는 지역

ECRC 운 협의회를 구성하 으며, 동 협의회에서는

지역 e-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ECRC 추진실적 점검

및 운 방안, 지역 공동사업 발굴, ECRC별 사업 역

(지역별, 기능별) 설정등을협의해나가고있다.

ECRC 2단계 2차년도부터 분기별 또는 필요시에

지역 ECRC 운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자체

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 동 협의회가 실질적인 지

역의 e-비즈니스추진의구심체역할을할수있을것

으로기대하고있다.

(3) 지역별요구에부합하는사업추진

지역별e-비즈니스수준과산업여건등을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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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ECRC 사업명 사업내용

청주상공회의소ECRC 지방차용차주선서비스 목적지에화물을운송하고공차로되돌아가는역방향용차에화물을

운송할수있도록알선하는서비스

경기테크노파크ECRC 중소기업정보화수준진단(e-Pioneer) 서비스 컨설턴트및외부인력도움없이웹을통하여중소기업스스로자사의

정보화수준을측정

경기중기지원센터ECRC 비즈니스전자서식온라인지원서비스 오프라인에서작성하는문서중빈번히외부로발송을해야하는문서들의

전자문서화서비스

전남대학교 전자무역서비스지원 전문e-종합무역상사의전자무역알선원스탑서비스를전국 ECRC

네트워크를통해중소기업의전자무역활용교육및이용을지원

전주상공회의소ECRC 전통문화상품(e-Tradimall) 쇼핑몰 전통문화상품e-마케팅지원서비스

경기중기지원센터ECRC 경기e-Hub 마켓플레이스구축운 국내기업과해외기업간거래지원시스템(주로기계업종)

<표 6-2-19> 전국 사업 추진 내용

*는 선도ECRC(서울은제외)

<그림 6-2-2> ECRC 사업추진체계

산업자원부

전자거래진흥원(주관기관)

대구·경북권(6)

- 진전문대*
-대구상공회의소
-구미상공회의소
-포항상공회의소
-경북테크노파크
-경산상공회의소

부산·경남권(5)

-창원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진주상공회의소
-마산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

호남·제주권(7)

-전남대학교*
-광주상공회의소
-순천광양상공회의소
-목포상공회의소
-전주상공회의소
-익산상공회의소
-제주중기지원센타

충청권(5)

-청주상공회의소*
-대전상공회의소
-호서대학교
-충남중기지원센타
-충주상공회의소

인천·경기·
강원권(6)

-경기중기지원센타*
-인천상공회의소
-경기테크노파크
-춘천상공회의소
-강릉대학교
-중진공강원지역본부

서울(3)

-대한상공회의소
-서울대학교
-생산성본부



지역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수요자 위주’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ECRC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사업수요가 많은 기초지자체까지 사업

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2004년 7월에 지자체 공무

원120여명을대상으로e-비즈니스교육을실시한바

있다. 앞으로도지자체공무원들에게e-비즈니스마인

드를심어줄수있는사업을계속전개해나가고자한

다.

아울러ECRC는 지역의유일한상시적 e-비즈니스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부의 각종 e-비즈니스 지원사업의 채널 및 정부와

지자체를 유기적으로연결하는 고리로서 역할을 함으

로써, 지역e-비즈니스추진의거점기관으로자리매김

해나가도록할것이다.

4. e-매뉴팩처링을 통한 디지털 제조 구현

21세기 세계화와 디지털 경제화에 따른 로벌 제

조환경에서 제품기획, 설계, 생산, 구매, 조달, 판매

및 AS 등 전 제조부문의 국경은 사라지고 있으며, 제

품 개발·AS 등 지식집약적 활동을 선점하는 기업과

국가가세계경쟁에서우위를차지하는현실이다.

특히, 높아진 고객의 고품질 및 제품 다양성 등 요

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제품 개발

과 관련한 생명주기(Life Cycle)의 단기화가 중요한

이슈로부각되고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대량 고객화(Mass Custom

ization), 초점생산(Focused Production), 유연한전

문화(Flexible Specialization), 린 생산(Lean Produ

ction), 민첩 생산(Agile Manufacturing) 등 IT를 기

반으로 기술 전문화와 다양한 형태의 아웃소싱

(Outsourcing) 등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로벌

제조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로벌 제조전략 동향을

요약하면다음과같다.

·대량고객화(Mass Customization) : 개별 고객의 요구에맞

도록제품이나서비스제공

·초점 생산(Focused Production) : 기업 전략과 마케팅 목적

에부합되는핵심제조부문에집중

·유연한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 : 생산품종의 다변화

에유연하게대처하기위해공정일부에초점

·린생산(Lean Production) : 최소 자원투입을통한고부가가

치제품생산방식선택

·민첩생산(Agile Manufacturing) : 다양한고객욕구에신속하

게대응할수있도록하는생산방식채택

제조업지원기술은제품개발툴측면에서①2차원

CAD(1980년대) →②3차원CAD(1990년대초) →

③ 디지털 목업(1990년대 말) 등의 기술을 활용하면

서 발전하 으며, 제조시스템 측면에서 ① 유연 생산

시스템(FMS :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

② 컴퓨터 통합생산시스템(CIM : Computer Inte

grated Manufacturing System) → ③ 지능형 생산

시스템(IMS : 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

→④ e-매뉴팩처링(e-Manufacturing)으로발전하

다.

최근에는통신·네트워크등 IT의발전, 기업간경

쟁 심화 및 기업의 합병과 통합(M&A) 등으로 인해

제조환경이 점차 로벌화되고, 고객의 요구도 날로

다양해지면서 제품의 생명주기(Life Cycle)가 짧아지

고있다.

이러한변화속에서미국, 일본등선진기업들은이

러한 환경에 부합되는 제조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e-매뉴팩처링 기술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활용하고있다.

특히, 제품생명주기 관리(PLM : Product Life

Cycle Management) 역에서는 디지털 제조시스템

(Digital manufacturing System) 혹은 가상 제조시

스템(Virtual Manufacturing System) 기술이 자동

차, 항공우주, 조선, 기계, 전자 등 전통제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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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빠른속도로확산되고있다.

e-매뉴팩처링은인터넷과 IT 기술을이용하여제품

기획, 설계 및 개발, 구매와 조달, 생산과 제조, 유통

과 물류, 판매와 AS, 폐기와 재활용 등 전 제조 분야

의 비지니스 프로세스(Business Process), 관리방식,

거래 및 사업방식 등을 혁신(Innovation)하고 통합

(Integration)하는전제조부문의정보화이다.

특히, 제품개발및생산부문에서보면e-매뉴팩처링

은 기업 내 및 기업 간 제품개발 협업(Collaboration)

및 무인자동화인 e-공장(e-Factory)를 구현하기 위

해, 제조활동과 관련된 제품(Product), 프로세스

(Process), 자원(Resources) 등 PPR 정보를 디지털

로 모델링한 후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제조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 등 IT를 활용하는 기

술이다.

최근 미국의 자동차, 항공, 조선분야 제조업체 및

일본의 공작기계 제조업체들은 e-매뉴팩처링을 구현

하기 위해 제조공장을 가상적으로설계하고 시뮬레이

션하며 최적공정을 제어하기 위해 디지털 제조시스템

(Digital Manufacturing System) 기반의e-매뉴팩처

링을구축하고자힘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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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3> 제조시스템 발전과정

11998800년년 11999900년년 22000000년년 22001100년년 22001155년년

다품종소량유연생산(FMS)

컴퓨터통합시스템(CIM)

지능형생산시스템(IMS)

로벌협업화 디지털화

지식화

ee--매매뉴뉴팩팩처처링링
e-팩토리

디지털제조시스템

<그림 6-2-4>  e-매뉴팩처링의 범위

제조프로세스

제조통합및협업

제품개발

기업내부의
e-매뉴팩처링

부품개발

기기업업간간 기기술술협협업업

구매

구매조달

생산통합관리

개발협업 거래협업 생산협업

제품생산업체

현장공정관리

부품생산업체



그러나국내에서는아직까지일부대기업에서만부

분적으로 생산라인에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전

제조부문으로확대할계획이다.

(1) 자동차분야

1989년부터 DMAPS(Digital Manufacturing

Process System)라는 가상제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차용 금형 제작시간을 35~40% 단축하 고, 자

동차 제조공정(Layout) 구축에 필요했던 6~8개월

기간을 약 4~8주로 감소시키는 등 평균 1개 조립라

인에서연간2,000만달러의절감효과를달성하 다.

V-COMM(Visual and Virtual Communication)

프로젝트를 통하여 온라인 상에서 전세계 사업장을

하나로 연결하고 디지털 목업(Digital Mockup)과 가

상조립(Digital Assembly)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준

비기간을40% 정도감소시켰다.

향후 로벌톱5 자동차제조업체로서입지를구축

하기 위해 DM(Digital Manufacturing), KM(Know

ledge Management), QM(Quality Management)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e-매뉴팩처링 환경을 구축중

이다.

(2) 기계분야 : 마작(Mazak) 

생산, 엔지니어링, 마케팅 부문 간 통합을 위해 3D

CAD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제조시스템 구현을 추

진하고있다. <그림6-2-5>는공작기계생산업체인일

본야마자키마작사의생산데이터흐름도이다. 

(3) 조선분야 : GDEB(General Dynamic Electric

Boat)

제품개발, 생산분야에서 3D CAD, 제품수명주기

관리(PLM) 등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하여 잠수함의

건조기간을14년에서7년으로단축하 고, 제조원가

도30% 감소시켰다.

(4) 항공분야 : 보잉(Boeing)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첨단 7E7기 개발을 위해

제품수명주기관리(PLM) 솔루션을기반으로제품사

양, 엔지니어링룰(Rule), 운 패러미터,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전사적으로 표준화했으며, 생산을 위한

로벌 협업환경(GCE : Global Collaboration Envi

ronment)을구축할계획이다.

(5) 전자분야 : 도시바(Toshiba)

노트북설계시3차원CAD 데이터를활용하여디지

털 금형을 제작하고 엔지니어링 해석까지 할 수 있는

개발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미국, 필리핀, 독일 등

현지 공장과 로벌 가상 협업환경을 구축하여 신제

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10개월 걸리던 것을 5개월로

단축하 다.

산업자원부는기계, 자동차, 전자등주력기간산업

에 있어서 핵심 생산기반기술인금형·성형과관련된

기업간온라인설계부문협업(Collaboration)을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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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야마자키마작

<그림 6-2-5> 마작의 통합 제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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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다품종생산 제조환경에 맞는 신속한 부품개

발을 지원할 디지털 제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60억

원 규모의‘e-매뉴팩처링 시범사업’을 2004년 2월부

터추진중이다.

세부 추진내용을 보면, LCD 모듈, 디지털 복사기

주변기기, 카세트 데크, 진공청소기, PET 용기 등 성

형제품과 관련한 개발 전문기업군, 생산 전문기업군

및 금형설계·제작 전문기업군 등으로 구성된 총 40

여개업체가컨소시움으로참여하고있다.

온라인 상에서 기업 간 신제품 개발 관련 기술협업

을지원하기위한인프라인협업허브(Hub)를한국생

산기술연구원인천연구센터내에구축중이다.

2004년12월부터는참여업체들에게설계협업을위

한 제품개발 프로젝트 관리, 기업 간 도면배포, 도면

컨퍼런스 등 협업 지원 솔루션을 지원하고 제품제작

서비스, 간이 금형제작 서비스, 금형사양 컨설팅, 불

량해결컨설팅, 기술지원컨설팅도지원할계획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년간‘e-매

뉴팩처링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전 제조업의 e-매뉴

팩처링활성화를지원할계획이다.

향후 추진방향은 국내 제조업의 로벌 포지션과

현실을 고려하면서 IT와 산업 인프라 간의 융합을 통

한 전 제조부문의 정보화 기반에서 실시간 로벌 제

품정보 공유환경 구축,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공장

구축 등 지식·정보기반의 최적화된 국내 제조업을

구현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업종별로 필요한 기술자원을

웹 상에 구축하고,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기술협업을

온라인 상에서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업 공통정보 인

프라 성격의 e-매뉴팩처링 협업허브(Hub)를 단계적

으로구축한다. 

e-매뉴팩처링협업허브에는업종별로제품수명주기

관리(PLM : Product Life Cycle Management), 협

업제품상거래(CPC : Collaborative Product 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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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6> e-매뉴팩처링 시범사업 구축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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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e), 제품정보 관리(PDM : Product Data Mana

gement) 등 협업지원 솔루션의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도면교환, 컨퍼런스(Conference),

협업 프로세스·템플릿(Template), 부품·제품 DB

등협업지원시스템및관련컨텐츠를구축하며, 식스

시그마(6 Sigma)/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등

제조혁신 방법론, CAx(CAD, CAM, CAE), 특수 생

산장비, 시뮬레이션 장비, 전문기술·인력 등 협업지

원 툴 및 기술 지원 인프라를 온라인상에서 참여기업

들에지원토록할예정이다.

IT와 산업 인프라 간의 접목을 통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제고를위한디지털제조시스템기반의e-매뉴

팩처링은 제품(Product), 품질(Quality), 비용

(Cost), 납기(Delivery) 측면에서다음과같은효과가

기대된다.

디지털 제조를 구현한 선진기업들의 경우, 평균

10~30% 비용절감 효과를 얻었으며, ROI 측면에서

100% 이상의 성과를 얻기도 하는 등 제조비용의 감

소가기대된다.

제조공장내생산라인에서발생되는병목공정의분

석과 개선점을 미리 도출하기 위해 그 병목공정을 여

러 각도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가상공간에서 최적의

개선안을 찾아내고, 생산 라인을 새롭게 배치함으로

써생산성이제고된다.

디지털 제조기법을 활용하여 조립순서, 조립방법

등 제품의 불량율에 향을 주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

해 해당공정의 순서 및 방법들을 분석하여 최적의 작

업공정을제시하여제품의품질을향상시킬수있다.

신규공장및라인증설또는신제품개발및출시시

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비용 및 인력에

대한 운용계획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함으로써의사결

정권자들은 경 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의사결정을할수있다.

제조업계의근골격계질환으로인한비용, 주5일제

근무, 안전개선 등 현안들은 디지털 제조환경을 통해

작업자 및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 및 작업부하와 산업

재해를 줄이는 등 더 나은 제조환경을 구현하여 청년

층의제조업기피현상을극복할수있다.

5. 전자무역혁신계획(e-Trade KOREA 
2007)의 수립

정부는 인터넷 확산 등 급변하는 IT 환경과 로벌

무한경쟁시대에대처하고, 무역규모확대(2010년수

출 4,000억 달러)에 부응하기 위해 무역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키로 하고,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으

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2007년까지 인터넷 기반

의 전자무역 인프라인‘e-트레이드 플랫폼’을 구축하

는등주요33대과제에민간부담을포함, 총386.5억

원을투입키로하 다.

국가전자무역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는 2004년

9월 8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

은 전자무역혁신계획‘e-Trade KOREA 2007’을 확

정하 다.

이날회의에서는무역이향후국민소득2만달러시

대 달성의 관건이며, 전자무역이 최근 로벌 경쟁에

서 이를 뒷받침하는 필수 전략임이 재차 강조되었고,

부처 간, 민·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과감한 혁

신, 그리고,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대해 중

점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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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계획의배경

2000년대들어인터넷의확산등 IT의발달은전자

무역(e-Trade)라는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의 수용과

함께, 해외 마케팅에서부터 수출입 대금결제에 이르

기까지의 모든 무역 업무 프로세스에 걸친 혁신을 요

구해왔다. 이는, 지난해제1차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

서확정한‘전자무역촉진3개년계획’의핵심전략에따

라 각 부처·기관별로 구축된 관련 인프라를 효과적

으로 연계하고, 수요자인 무역업계에 단절없는 무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마련

하여 국가 전자무역의 미래모형을 차질없이실현코자

하는데목적이있다.

그간의경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2003년7월민·관합동국가전자무역위원회구성

·2003년 8월‘전자무역서비스’를 전자정부로드맵 과제로 채택

(정부혁신위원회)

·2003년 12월제1차국가전자무역위원회개최및‘전자무역촉

진3개년계획’확정

·2003년 12월~2004년 6월무역업무프로세스혁신(BPR/ISP)

용역사업추진

·2004년9월제2차국가전자무역위원회개최및‘전자무역혁신

계획’확정

(2) 국가전자무역의미래모형

2002년8월, 산업자원부와한국무역협회는21세기

우리 무역의 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2010년 수출 4,000억달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자무역의비전과주요과제를도출한바있으며, 향

후 국가 전자무역의 핵심인프라로서각 무역유관망을

연계하여 수요자에 대한 단일창구 기반으로서‘e-트

레이드 플랫폼’의 필요성을 핵심 과제로 언급하고 있

다.

e-트레이드플랫폼이란, 인터넷등최신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마케팅부터 결제에 이르는 무역업무 전반을

단절없이(Seamless) 처리할수있도록기존무역절차

별 유관망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국가

전자무역허브로정의할수있으며, 이를토대로다양

한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주요 무역유관부처와 유관기

관들은 향후 국가 차원의 인프라로서 이에 대한 구현

필요성에공감, 향후적극연계할것에합의하 으며,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전자정부

과제의 일환으로 무역업무 프로세스 혁신(BPR/ISP)

용역사업을 수행하여, 프로세스별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수요자인무역업계 입장을 반

한전자무역의미래모형을도출하 다.

국가 전자무역 미래모형의 중심에는 e-트레이드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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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7> 국가 전자무역의 미래모형

외환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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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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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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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연계전자무역
단일창구

로벌전자무역허브
(국제결제/인증)



랫폼이자리잡게되며, 플랫폼을중심으로마케팅, 외

환/결제, 상역, 물류/통관, 표준/인증 등 모든 무역유

관기관을 연계함으로써, 무역업체는 국내외 무역업무

를 기업 규모에 맞는 인터넷 단일창구를 통해 편리하

게수행할수있게된다.

특히, e-트레이드 플랫폼은 기존의 무역자동화망의

중계 서비스 개념을 넘어서는 제3자 유통서비스를 보

장함으로써, 무역서류의 전자화 촉진과 함께 단절된

무역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업무의 단축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 있는

로벌 연계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자무역 허브로서

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이다.

(3) 혁신 33대과제

국가전자무역의미래모형을체계적으로실현해나

가기위한혁신과제는총33개로서, 기본적으로‘전자

무역촉진3개년계획’상의 4대핵심전략을토대로하

고있다.

즉, 인터넷 기반의 범국가적 전자무역 인프라 조성

을 위한 e-트레이드 플랫폼 구축 관련 4개 과제와 끊

어짐이 없는 무역 서비스 실현을 위한 무역절차의 재

설계 19개 과제, 국가 간 서류없는무역 실현을 위한

로벌 협력 6개 과제, 그리고 무역업계 활용과 확산

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4개 과제 등 총

33개과제로구성되어있다. 

무역절차 재설계 과제는 다시 마케팅 부문 5대 과

제, 상역 부문 4대 과제, 물류·통관 부문 4대 과제,

외환·결제부문6대과제로이루어진다.

전자무역문서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인 전자문서보관소 등을 구축하고, 주요

유관기관및 로벌네트워크연계를추진한다. 한편,

플랫폼을 중심으로 신규 서비스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무역업체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접근창구 마련

등 서비스 환경을 구축·고도화하는 것과 e-트레이드

플랫폼의 운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해 나가는 것

을주요과제로하고있다.

마케팅 부문에서는 무역업체가 원하는 해외마케팅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바이어정보 등

해외마케팅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보에

대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신뢰성을 확보한

다. 서비스 제공기관별 정보가 특화·전문화되도록

컨텐츠전문제공자(CP)를 육성하는 한편, 무역업체와

유관기관이 마케팅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검색시스템을구축토록할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효

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Buykorea.org 등 효과적인

수출입 마케팅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

제이다.

상역부문에서는오프라인위주의요건확인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서비스의 구현

과 업무 상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단축·개선하기 위

해서, 각종 요건확인처리가 수요자 중심으로 원스톱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동시

에 요건확인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검사/검정/인증 결과 확

인업무 및 양허/할당 추천 업무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간정보연계및공유를통한프로세스개선이필

요하다.

물류 및 통관 부문에서는 무역업체에 대한 수출입

물류/통관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화물선

취보증서(L/G), 화물인도지시서(D/O) 및 선적의뢰

서(S/R), 선하증권(B/L) 등물류관련주요문서의전

자화가매우중요하다.

또한, 무역업체를위한물류/통관서비스확대를위

해서는, 전자정부과제로 구축 예정인‘수출입물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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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창구’를 비롯한 다양한 물류/통관정보를 e-트레이

드 플랫폼과 연계하고, 중소 세 무역기업이 편리하

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의 수출입통관체제

의구축이요구된다.

외환/결제부문에서는국내결제프로세스를전자화

하고, 향후국제적인대금결제즉, e-네고가가능하도

록추진체계및법적기반을마련할계획이다.

우선, 수출신용장 취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내국신

용장 결제업무의 전자화와 함께, 환어음 및 선하증권

의 전자적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

하는 한편, 무역결제 전자화시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

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입부대비

용의전자결제시스템도입도적극추진할계획이다.

무역 프로세스가 국경을 넘어서므로 국가 간 서류

없는무역실현을위한노력이매우중요한데, 전자무

역 문서에 대한 국제적 유통성 확보가 시급히 해결되

어야한다.

이에, 현재추진중인동아시아·유럽등의주요교

역국과의 전자무역 협력사업과 정책교류를 확대하고,

전자원산지증명서 등 주요 무역문서를 중심으로 한

협력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가 간 전자무역 문서

에 대한 상호인정체계 마련을 위해 전자문서의 국가

간 신뢰모델을 구축하고, 전자인증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체결등을추진해나갈것이다.

또한, APEC·ASEM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 차원

에서의 전자무역 협력을 주도하고, UN 및 WCO 등

에서의표준화논의에도적극참여할계획이다.

마지막으로법제도개선과제로는전자무역미래모

형에 맞도록 현행 무역자동화법을가칭 전자무역촉진

법으로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적 근거로서 대외무역법 상 전자무역중

개기관 제도를 실효성있게 개선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

다.

(4) 추진방안과추진체계

전자무역혁신계획의 33대 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혁신과제별로 추진순위를 설정하고, 최

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구현하되, 투자비용을

최적화하는 한편, 민·관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원

칙 하에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방침이

다.

아울러, 현재민·관합동전자무역추진기구인‘국

가전자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협의 조

정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전자정부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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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8> 전자무역 단계별 추진내용

11단단계계((22000044년년~~22000055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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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유가증권유통기반



긴 한 연계를 통해 혁신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전자무역사업의전문성을감안하여, 현재

민간 차원의 전자무역추진위원회를 운 중인 한국무

역협회에‘전자무역추진센타(가칭)’를 설치하여 업무

를지원토록할예정이다.

(5) 전자무역의비전과기대효과

전자무역혁신계획의 33대 과제의 실현, 즉, 무역업

체 중심의 단일창구 기반의 전자무역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전체 무역 업무를 포괄하는 프로세스의 혁신

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무역업계에게는 수요자 중

심의Seamless(단절없는) 프로세스를제공하게되어,

e-트레이드 플랫폼 체제 구축 완료시점인 2008년 기

준 매년 최소 1조 8,189억원의 직간접효과를 시현할

전망이다. 

또한 전자무역에 관한 한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중

국·홍콩·일본 등을 선도하여 향후 국가 간 전자무

역연계시실질적인주도권을확보할수있게될것이

다.

아울러, 전자무역혁신계획의 추진과 미래모형의 완

성이 국가 무역 프로세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

화하여 국가 수출 확대와 연결, 2010년에 목표로 하

는 수출 규모 4,000억 달러와 세계 무역 8강 진입에

크게이바지할것으로기대된다.

제 4절 e-비즈니스국제협력강화
및해외진출지원

1. 다자간 협력 강화

2000년 5월, 제6차 ASEM 무역투자고위관료회의

(SOMTI)에서 한국이 전자상거래를 무역원활화행동

계획(TFAP)의 우선 추진 분야(Priority areas)로 포

함시킬것을제안하 고, 같은해10월에개최된정상

회의에서 전자상거래가 TFAP의 우선 추진분야의 하

나로포함되면서ASEM 차원에서의전자상거래논의

가시작되었다. 

2004년 현재까지 세 차례의 ASEM 전자상거래 회

의가 개최되었으며, 협력 프로그램으로써 ASEM 전

자상거래포털사이트구축, 종이없는무역을위한전

자무역 등이 진행되고 있다. ASEM 전자상거래 포털

사이트관련해서는ASEM 차원의공통적인통계작성

을위한연구보고서를작성중에있으며, 차기회의에

서보고예정에있다. 

또한, 전자무역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그 동안 시범

사업 진행 결과를 토대로‘전자무역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만들어이를다음TFAP 회의에서보고할예정

에 있다. 그리고, 2003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SEM 전자상거래회의의세미나주제 던e-로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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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9> 전자무역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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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활동수행

·프로세스간소화, 생산성향상, 투명성제고로무역하기좋은
나라구현

·연간총1조8,189억원의경제적효과달성
- 비용절감효과: 9,935억원
- 수출증대효과: 8,245억원

무역업체중심의단일창구
기반의전자무역인프라구축

전체무역업무를포괄하는
프로세스의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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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스, e-러닝, e-헬스에관련된새로운협력사업이추

진되고있다. e-러닝, e-헬스관련해서e-헬스연례포

럼이2004년12월개최되었으며, e-헬스포털사이트

구축이 진행 중에 있으며, e-로지스틱스 파일럿 프로

젝트가추진중에있다. 

제 4차 ASEM 전자상거래 회의는 2005년 2월

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당초 2004년 11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5차 ASEM 정

상회의에서 아시아권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3개국과유럽권에서폴란드, 체코, 헝가리등10개

국을 가입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신규 ASEM 회원

국의 전자상거래 회의참여 문제로 2005년 2월로 연

기되었다. 

차기 회의 주제 역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전자무

역, e-헬스, e-로지스틱스, e-러닝이포함되었으며, 새

로운 주제로 제3차 ASEM TFAP회의에서도 소개되

었던EU 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스팸메일에관한입

법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스팸메일의 예방을 위한 논의가 있을 예정

이다.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유치하는

등 APEC에서의 우리나라 참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APEC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가 주로 이

루어지는 APEC전자상거래운 그룹(ECSG)내의 협

력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제안한‘e-Health Initi-

ative’와‘APEC 여성의 디지털 경제 참여를 위한 이

니셔티브’가정식사업으로채택됨으로써APEC 전자

상거래운 그룹내에서 한국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기대되고있다. 

(1) APEC 여성의디지털경제참여를위한

이니셔티브

‘APEC 여성의 디지털 경제 참여를 위한 이니셔티

브(Initiative for APEC Women’s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Economy)’는2004 APEC SOM1 및제

9차 ECSG회의에서 APEC 협력사업으로 정식 제안

되었고, 제10차 ECSG에서 신규사업으로 채택되었

다. 이이니셔티브는APEC 여성의디지털경제능력

을 배양하고 여성의 경제 참여와 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 여성의 디지털 경제

능력 배양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여 숙명여자대학

교의제안으로진행되고있다. 

사업 내용으로는‘여성을 위한 디지털 경제 포럼’,

‘여성 디지털 경제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여성의

디지털경제참여를위한연구’등크게세가지주제

로 나누어진다. ‘여성을 위한 디지털 경제 포럼’에서

는 여성의 디지털 경제 능력을 배양하고 여성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 성공 사례 및 협력 사

업을 논의하고, ’여성 디지털 경제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에서는 포럼 및 각종 연구에서 도출된 교육수요

에 따라 창업 아이템 발굴, 사례 연구 등의 연수 실시

를통해e-비즈니스관련신기술, 신경 기법, 정보통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및 감성공학, 원격학습을 비

롯한지식기반서비스등을제공하고, ’여성의디지털

경제 참여확대를 위한 연구‘에서는 여성기업의 e-비

즈니스현황및여성기업에있어서e-비즈니스의효과

적활용사례를담은관련백서의발간및APEC 여성

의 디지털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권고안을 작성

할예정이다. 

구체적추진 내용으로는 21개 회원국 여성 리더 등

으로 구성된 APEC WeB(Women e-Business)

Leaders’Group과 APEC 회원국 내 여성의 디지털

경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APEC 여성 e-비즈니스

센터구축이추진되고있다. 

(2) APEC e-헬스이니셔티브

‘APEC e-Health Initiave’는 APEC 회원국 간에

e-헬스 산업 소개 및 홍보와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수

행하기위한사업으로제9차ECSG(2004. 2. 23 ~

3. 6 칠레) 회의에서제안되었으며APEC HTF(4월,

타이완), SOM II(6월, 칠레)의 심의를 거쳐 제 10차

APEC ECSG(2004년 9월 칠레)에서 최종 승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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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인추진사업내용으로는‘APEC 연례 e-헬

스 세미나와 전시회(APEC Annual e-Health Semi-

nar and Exhibition)’를가질예정이며, ‘APEC e-헬

스 포털 사이트(APEC e-Health Web-site)’를 구축

할계획이다. 

APEC 연례e-헬스세미나를통해서e-헬스를통한

국제적 차원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공동 대

처방안모색, e-헬스를통한소외계층을위한의료혜

택, 전쟁 등 국가적 위기 또는 재난상황에서의 대응

및관리를위한e-헬스등을논의할예정이다. 또연례

세미나를 통한 AECT(APEC e-Health Community

for Technology)를 구성함으로써, APEC 경제기구체

를 위한 공동 협력 과제 마련 및 수행을 실행하며, e-

헬스 산업 및 시장 확산을 위한 민간 경제 협력 및 정

보교류기회제공을마련할계획이다. 

또한, APEC e-헬스 웹사이트 구축을 통해 APEC

회원국간의e-헬스관련정보의공유와각회원국들의

e-헬스 관련 컨택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각 국의 e-

헬스 관련 기관과의 국제적 e-헬스 네트워크 구성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연례 세미나를 통해 구성된

AECT의활성화및성과보고도웹사이트를통해게시

될것이다. 

마지막으로각APEC회원국의e-헬스정책및기술

수준현황 파악 및 분석과 e-헬스 우수 사례를 소개하

고, APEC 회원국의 e-헬스정책, 기술, 수행평가연

구를계획하고있다.

2. 양자간 협력 강화

한일 양국 간에는 정부 간 정책협의회기구로 한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이협의회는

2000년9월동경에서개최된‘한일IT 협력이니셔티

브’를 근거로 양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2001년 2월 일본 벳부의 1차 회

의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모두 7차례의 회의가 진행되

었다. 

제7차 회의는 2004년 10월 전자상거래 관련 양국

정책 담당자와 업계, 학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7차 회의에서

는서류없는무역의실현, 산업의RFID 적용방안, e-

헬스및지능형홈네트워킹분야의협력방안, WTO,

ASEM, APEC 등 국제 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한일 FTA에서의 협력 방안

등 한일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요 과제를 논의하

다. 

우선양국은RFID 분야협력을위해한국전자거래

협회(KCALS)와 일본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

(ECOM)를중심으로양국의관련전문가를참여시켜

관계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양국 간 RFID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 양국의서로다른주파수대역환경하의RFID

시스템호환성확보를위한실험등의세부사업을추

진키로합의하 다. 

또한 지능형 홈 네트워크 분야의 국제 표준화 논의

에도공동협력대응해나갈방침이며, 추진현황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검토하기로 논

의하 다. 

한국의현대하이스코와일본의쓰미토모은행이참

여하여 2003년 4분기부터 2004년 1분기까지 성공적

으로수행된‘한일공동e-B/L 실증실험’결과를바탕

으로 자동차 업종의 전자선하증권의 상용 서비스를

위한시범사업추진을제안하 다. 

양국은 또한 WTO 서비스 협상 및 IT 품목 무관세

화협의, APEC, ASEM 차원에서의협력을위한구체

적 논의와 함께 한·일 FTA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양

국전자상거래의신뢰성을제고하기위해전자인증및

서명의상호인정에대한규정을마련하는것을논의하

다. 이와관련양국의인증, 서명관련제도및법률

에관한상세한내용검토를실시하기로합의하 다. 

한편 같은 기간에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제도 협력

의중요성과, 관련법제도의바람직한방향모색을위

한 제4차 한·일 전자상거래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

블 회의도 개최되었다.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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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전문가들은 전자문서의 이용 활성화와 이를

위한 법적 효력 부여와 관련하여 논의하 으며, 또한

한국의 전자거래기본법, 이러닝산업발전법과 일본의

전자상거래 준칙, e-문서법안 등 양국의 최근 입법동

향에대해정보를교환하기로하고, 이를바탕으로한

일 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 제도 비교 분석표를

작성하여 차기 회의 시 양국 공동으로 발표하기로 합

의하 다.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전자서명인증기관의 상호인

증 절차 간소화를 위해 가능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

는데합의하 으며, 스팸메일, 온라인디지털컨텐츠

의지적재산권, 인터넷경매를둘러싼대응과제에대

한정책추진경험교류등에대해합의하 다.

국과의 전자상거래 협력은 한 전자상거래정책

협의회와 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현재 한 전자상거래정책

협의회는2차회의까지진행되어왔다. 

2002년 9월 런던에서 열린 1차 한 전자상거래정

책협의회에서는 우리 업계를 대상으로 공동 추진한

‘ 국과의전자상거래협력관심분야및공동기술개

발수요조사를위한조사’결과를발표했으며, 전자상

거래인증및소비자신뢰마크의양국간협력가능성

이 확대되었다. 또한, 제1차 ASEM TFAP 전자상거

래 회의에서 협력 프로그램의 하나로 제안된 ASEM

전자상거래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양국이 협력

하기로했다. 

제2차 한 전자상거래정책회의와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은 2003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전자무

역과 관련된 협력 MOU 체결에 관해 상당 부분 합의

를이루었으며,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국TrustUK

간의 소비자 신뢰 관련 MOU 체결도 구체적으로 논

의되었다. 그리고전자상거래에서부각되고있는e-헬

스와 e-러닝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방안도 모색하

으며, ASEM TFAP 전자상거래 회의에서 협력 프

로그램의 하나인 ASEM 전자상거래 포탈 사이트 구

축현황에대한보고가있었다. 

제3차 회의는 2005년 2월 국에서개최될 예정이

다. 

2001년 10월 양국의 전자상거래 전문기관인 한국

전자거래진흥원과핀란드정보사회개발센터(TIEKE)

간에 전자상거래 협력 MOU를 체결한 뒤, 2002년 5

월핀란드헬싱키에서제1차한국핀란드 ICT 워크샵

을 시작으로, 제2차 한-핀 ICT 워크샵은 2003년 10

월 한국에서, 제3차 한-핀 ICT 워크샵은 2004년 10

월헬싱키에서개최되었다. 

제2차 한-핀 ICT워크샵은 한국의 산업자원부와 핀

란드의 상공부,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등의 양국 정부와 한국전자거

래진흥원과 핀란드 정보사회개발센터 등 관련 기관,

한국의 삼성전자, KT, 핀란드의 TeliaSonera사,

TietoEnator사 등 양국의 대표적인 민간기업이 참여

하여, 핀란드 및 유럽의 전자상거래 현황, 한국의 정

보사회개발현황, 핀란드 지역 브로드밴드 솔루션, 정

보사회 구축, 한국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등에 관한

발표와심도있는토론이있었다. 

또한 제2차 회의에서 핀란드측이 한국의 세계적인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과정을 자국 내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 사업에 적용하고자 핀란드측이 의제를 제안

하 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사업을 벤치마킹

하여 자국 내 관련 분야에 적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회의가진행되었다. 뿐만아니라, 보다실질적이고구

체적인국내사업현황을소개하기위하여, SKT 전시

관 및 KT 본사 방문, 삼성전자 IT 센터 및 삼성

Home Vita Gallery 방문기회를가졌다.

제2차 한·핀란드 ICT 워크샵을 통하여 한국은 세

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과 연계한 다양한 사

업 현황을 핀란드에 소개함으로써 국가적 위상 제고

와 세계 ICT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국내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키는 데 이바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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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핀 전자상거래 ICT워크샵에서는 현재 진

행중인‘한일 e- 비즈니스인덱스스터디’를한-핀간

에도 적용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 으며, 양국 간 전

자상거래 전문인력 상호교류를 구체화시키기로 합의

하 다. 

또한ASEM 차원에서논의중인e-러닝, e-헬스분

야의협력을논의하 다. e-러닝분야의표준등과관

련하여 양국이 구체적 목표와 범위를 정하고 상호협

력을추진하기로하 으며, e-헬스관련해서는한국의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핀란드의 통상산업부, 복지

부등양국정부및민간기업이함께참여하는‘한-핀

e-헬스 시범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상호 검토하기로

합의하 다. 

3차워크샵에서는그간워크샵이양국간 전자상거

래 정책 및 산업 현황을 파악하던 단계 던 반면, 금

번부터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전자상거

래전문인력교류, e-비즈니스인덱스등과같이구체

적협력방안이도출되기시작하 다. 

3. e-비즈니스 해외진출 지원

2003년에 설립된 한국전자거래협회 산하‘e-비즈

니스 솔루션 수출지원센터(이하 KEAC)’에서 국내

솔루션업체의해외진출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KEAC는21세기지식기반산업인e-비즈니스솔루션

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솔루션 기업의 해외 시장 수

출지원을목표로2003년4월에설립되었다. 

KEAC는 e-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을 위한 기반 구

축사업, 기업지원사업, 현지지원사업으로서비스체

계를 구축하 으며, 세부적으로는 수출 관련 종합 정

보를제공하는리포지터리시스템구축및운 , 국내

기업의해외진출정보를제공하는교육세미나, 해외

진출 상담 컨설팅, 해외 협력 기관을 통한 로벌 네

트워크정보제공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히, 2004년6월에는브루나이전자정부구축사업

에대한국내기업의진출을지원하기위하여, 현지기

업인e-Prime Networks 사와사업협력에관한MOU

를체결하고, 기업설명회, 수출상담회, 해외로드쇼개

최등을통하여실질적인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국내기업의해외진출지원에대한효율성및

성과증대를 위하여 2004년 9월에 국내 우수 IT 솔루

션 기업들로 구성된‘e-비즈니스 솔루션 수출컨소시

엄(이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수출 지원

사업을진행하고있다.

KEAC는 브루나이 전자정부 시장의 국내 기업 진

출을위하여KAIST 전자정부연구센터와공동으로6

월에 브루나이 현지에서 한국 전자정부 포럼을 개최

하 으며, 전문 연구원을 브루나이 현지 기업인 e-

Prime Networks 에파견하여시장정보조사및국내

솔루션홍보활동업무를수행중이다. 

2005년도부터는동남아시아전지역으로컨소시엄

운 모델을확장하여사업을진행할계획이다. 그성

과로 국내 e-러닝 및 CMS 솔루션 업체가 각각 브루

나이 정부의 e-Training과 컨텐츠 시스템 구축 사업

을 수주하 고, 말레이시아 e-러닝 컨텐츠 시스템도

수주하여사업이진행중에있다.

KEAC는 현재 온라인 수출정보 제공을 위하여

문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 디렉토리 및 제품 카탈로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

으며, 뉴스레터를 통한 최신의 e-비즈니스 솔루션 정

보를국내기업을대상으로서비스하고있다. 

제 5절 IT를활용한신산업발전및
기업에대한서비스강화

1. e-러닝 산업의 현황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오늘날과같이급격히변화하는지식기반정보화시

대에는 지식을 어떻게 축적, 활용하느냐에 의해 개인

은 물론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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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발달로출현한e-러닝은시공간의제약이없

는 대규모 지식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는“머지않아B2B, B2C 등의전자상

거래는 지난 이야기가 될 것이며, E(Education)2B,

E2C시대가열릴것”이라고전망한바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산업자원부의 이러닝산업발전

법의 제정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

한 e-러닝 육성정책 발표 등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

다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e-러닝은 다른 산

업의 성장과 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기업의 비즈

니스와 접목되어 인적 자원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회

사의 비전을 조직원과 효과적으로 공유하게 하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할 것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평생교육 등이 가능해져 계층

간, 지역간, 기업간 지식격차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있을것이다. 

e-러닝산업시장은세계적으로2003년91억달러에

서2004년 130억달러, 2006년 240억달러로 연평균

30~40% 이상 꾸준히 성장할 추세이다. 국내 시장

역시 2004년에는 2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는컴퓨터기반학습, 방송/통신교육시

장까지 감안한 규모이며, 이 중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학습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시장은규모면에서는성장세를지속하고있으나산

업구조면에서는 취약점이 노출된다. 공급자 측면에서

는수능, 자격증등일부공·사교육분야에치중되어

있다. 외국의경우많은기업이기술인력의재교육수

단으로 e-러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는 아직까지는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수단으로인식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또한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기업의 수익구조가 취

약하며, 양질의 컨텐츠 및 서비스가 유통될 수 있는

시장기반이미약하다. 수요자측면에서도기업e-러닝

의 경우, 95% 이상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대·

중소기업간지식격차는갈수록심화하고있다. 2003

년 12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

면, e-러닝을 실시하는 기업은 대기업의 경우 35.5%

인반면, 중소기업의경우에는9.4%에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e-러닝이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과 산업경쟁력 강

화의 핵심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동

산업의 활성화를 국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 노

력을기울이고있다. 

미국은 국방성 산하에 ADL(Advanced Distribu

ted Learning Initiative)을 통해 e-러닝 관련 국제표

준으로 사실상 인정받고 있는 SCORM(Sharable

Contents Object Reference Model)을개발하여국제

표준을주도하고있고, 2000년12월수립된국가교육

기술계획에서전략적으로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EU 또한 중장기 정보화전략인 e-Europe 2005와

e-Learning Initiative에서 e-러닝을 지식 확산 및 교

육개혁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일

본경제산업성은e-Japan Ⅱ전략에따라e-러닝산업

기반조성 및 이용촉진과직업능력 개발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있다.

이와함께, 다국적기업중심으로 e-러닝도입의성

공사례도속속출현하고있다. IBM의경우, 전세계에

퍼져있는 약 3만명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Quick

View’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40여종의 강좌를 개설하

여 리더십과 인력관리 기법을 교육함으로써연수시간

을 1/3로 단축시키고 교육비용도 1/20로 획기적으로

절감시킨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도 e-러닝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

력을기울여오고있다. 산업자원부는e-러닝산업활성

화 계획의 수립을 통해 표준화,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추진해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닝산업발전법과 관련 하위법령

의제정으로e-러닝산업의진흥및발전을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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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위한 범 정부차원의 추진 근거가 마련된 것

은큰성과라할수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높은 교육열을 지닌

우리나라는 멀티플랫폼 환경의 e-러닝산업 성장에 최

적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반 하듯 국의 컨설팅

기관인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2003년

에발표한자료에의하면국가별e-러닝준비도면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8.24를 얻어 스웨덴(8.42),

캐나다(8.40), 미국(8.37), 핀란드(8.25)에 이어 총

60개국중5위로비교적높은평가를받고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동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또한 여전히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산

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

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

다. 

산업자원부는 2004년을 e-러닝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지식정보화시대를이끌어나갈e-러닝산업의기

반을구축하는한편e-러닝을활용하여우리산업전반

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다

각적인정책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1) e-러닝관련각종법·제도의정비

2004년 1월 공포된 이러닝산업발전법과 함께 동

법시행령이7월 27일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법제처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7월

30일부터 모두 시행됐다. 이에 따라, 표준화, 인력양

성, 기술개발 등 e-러닝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각

종 예산·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 e-러닝품질인증제

도의 시행 등 e-러닝 관련 사업의 추진기반이 구축되

었다. 

또한재경부, 교육부, 예산처, 산자부등8개부처차

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여러 민간전문가들이 참여

하는 e-러닝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를 구성하여 범부처적 e-러닝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을 통해 부처별 육성시책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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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0> e-러닝 관련 주요 정책 추진 방향

지식정보사회의핵심성장산업으로서성장이유망한e-러닝의산업인프라구축·지원을통해e-러닝의국가적확산에
기여함으로써산업전반의국제경쟁력향상에기여

법·제도개선
o e-러닝산업발전법시행령·시행규칙제정·운

o e-러닝산업에친화적인법·제도개선

e-러닝산업기반구축
o 차세대e-러닝기술개발
o e-러닝표준화활동지원
o e-러닝전문인력양성

e-러닝시장활성화
o e-러닝B2B 네트워크구축
o e-러닝지원센터구축

o e-러닝을활용한산업기술확산

국내·외기술협력
및교류강화

o e-러닝정책포럼운
o e-러닝국제논의동향에적극대응

o e-러닝수출산업화유도

e-러닝확산을위한홍보
o 코리아e-러닝박람회개최(매년)

o e-러닝활성화를위한홍보채널다양화및강화등
o e-러닝실태조사및백서발간

주주요요정정책책추추진진방방향향



양질의 e-러닝컨텐츠의제작·유통을촉진하기위

해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여타 디지털

컨텐츠의저작권문제처럼 e-러닝에있어서도저작권

의 범위에 대한 해결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

다. 

이외에도 학습자들이 안심하고 e-러닝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공급자들이 우선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관계부처와협의하여e-러닝소비자들을보

호하는동시에, 건전한e-러닝산업발전이가능하도록

필요한제도개선방안을모색할것이다.

(2) 차세대 e-러닝기술개발및표준화추진

현재 우리나라의 e-러닝 관련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크게 리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업체의 지속

적인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세계시장

선점도 가능한 분야다. e-러닝 서비스의 학습효과 향

상및선도기술확보를위해핵심기반기술개발에대

한지원을확대해나갈것이다. 

2004년에는 객체기반의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의

개발및능동형보안기반e-러닝통합시스템등5개차

세대개발과제에17.7억원가량의기술개발자금이지

원되었다. 

산업자원부 산하의 기술표준원과 연계하여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표준화 포럼운 을 통해 중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제표준

논의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이다. 또

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e-러닝표준화추진기관으

로 지정하여 ADL CoLab을 운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요 선진국과 표준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 e-러닝전문인력양성

e-러닝시장이 매년 30~40% 이상 확대됨에 따라

e-러닝전문인력에대한수요가급속히늘어나고있으

나, 이에 반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2004년에만

도 부족 인력이 5만7,000명으로 예상되는 바, 초기

단계인 지금부터 효과적인 인력양성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필요하다.

올해에는인력수급실태조사를통해연차적인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e-러닝업체의 요구가 반 된

인력양성 커리큘럼을 개발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대학과연계하여e-러닝정규과정을개설하고, 시급한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미취업 근로자 및 산

업계에종사하는인력을대상으로1~6개월의단기과

정을 공공교육기관과 연계해 운 하여 e-러닝 업계에

양성인력을보급하 다.

(4) e-러닝시장의활성화

컨텐츠, 솔루션 거래 중심의 B2B e-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e-러닝품질인증제도의 시행 등으로 컨텐츠의

원활한 공유와 양질의 e-러닝 제품 거래를 촉진하고,

e-러닝 기업과 교육기관과의 협업문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수도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습

득이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의 지식경 및 직무교육

향상을 위해 지방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와 연계하여

e-러닝지원센터를 구축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e-러닝도입및컨텐츠제작을지원하고성공사례를적

극발굴홍보해나갈것이다.

e-러닝을 활용한 업종별 산업기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해관계부처와의협의가진행중이다. 전자전기, 자

동차, 조선등기술인력의교육수요가크고, 대·중소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한 기간산업 중심으로 해당 업종

의 중소기업에 필요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교육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양성비용을 크게 절감

할수있을것이다. 

이와함께, 차세대성장유망산업인e-러닝의해외진

출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이를

수출유망상품으로개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체

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출진흥시책을발굴해 나갈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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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러닝확산을위한홍보강화

e-러닝이 1990년대 말 인터넷 붐과 함께 널리 알

려지기 시작하여 온라인 교육 및 학습으로 서서히 관

심을 끌고 있지만, 아직 e-러닝이라는 용어조차 생소

할 만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더구나

e-러닝으로 학습효과를 높 다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아 대중적 확산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e-러닝 확산 및 진흥사업

을추진중에있다. 정책수립에필요한민간의의견을

수렴하고e-러닝의대중화및이슈화를위한여론조성

을위해매월1회이상 e-러닝업계대표, 학계전문가

들이참석하는정책포럼을운 하고있다. 

또한국내 e-러닝산업에대한체계적인조사, 분석

을 통해 업계에 산업지표를 제공하고 육성 정책수립

에활용하기위해e-러닝실태조사를실시하고백서를

발간하여보급할것이다. 2003년에이어2004년에도

e-러닝 엑스포가 개최되었다. 동 행사는 국제 컨퍼런

스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행사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실질적 비즈니스를 위

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좋은 기

회가되었다.

1960년대초최빈국이었던우리나라가불과40여년

만에 무역규모 12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

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높은

교육열에서 비롯된 우수한 인재의 노력이 있었다. 이

제 교육은 e-러닝이라는 정보화 수단을 통해서 단지

인력양성 차원뿐만 아니라 산업의 차원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

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핵심수단으로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 교육산업의 중심에 e-러닝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업계 종사자의 노력이 가일층 요구되는

시점이다. 머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

든교육이가능한유비쿼터스e-러닝환경이조성되기

를 기대하면서 정부 또한 세계 최고의 지식정보 강국

실현을위해필요한노력을아끼지않을것이다. 

2. e-헬스 산업 활성화의 토대 마련

2004년은 e-헬스산업 활성화의 기본 토대를 마련

한 첫해이다. 산업자원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종합적인 향후 추진계획이 마련되었으며, 이러

한계획에따라향후종합적인 e-헬스발전을위한기

관으로서‘e-헬스연구지원센타’가건립되었고, 아울

러 한국 e-헬스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

사, 기술개발사업 및 시범사업모델 개발사업이 시작

되었다. 또한 국제협력차원에서도 APEC차원에서 한

국이제안한‘APEC e-Health initiative’가정식사업

으로 채택되었으며, ASEM 차원에서도 새로운 사업

으로추진되고있어, 2004년은내외적으로 e-헬스산

업활성화의기반을마련한첫해가되었다.

이하에서는 먼저 e-헬스 및 e-헬스 산업에 대한 소

개, 산업자원부의 e-헬스육성전략및세부적인추진

계획안및2004년도실적을소개하고자한다.

e-헬스는 기존 의료시스템(Health System)에 인

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보

건 정보, 지식, 서비스, 제품을 소비자(개인, 의료기

관, 기업)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건강 상태를 언제

어디서나 파악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

료서비스를말한다.

e-헬스에서‘e’의 의미는 단순히‘Electronic’의 개

념이 아니라 효율성(efficiency), 교환(exchange), 확

장(extension), 형평성(equity), 품질개선(empower

ment) 등의의미를함축적으로가지고있다. 

e-헬스는 우리에게 고품질, 저비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efficiency). 통합 네트워크를 통한 의

료 관련 정보·지식·서비스의 상호작용 및 교류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exchange), 전통적 의료의 범위

476 -



에서 벗어나 광범하고 복합적인 새로운 의료 역을

열어 줄 것이다(extension). 또한 공간적, 시간적, 경

제적 제약을 극복한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이며(equity), 환자 또는 의료 서비스 수혜자가

특정 의료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다른 의료기관

과비교를하는것이용이해짐에따라, 서비스의품질

개선이가속화될전망이다(empowerment).

e-헬스산업은e-헬스를산업적측면에서바라본개

념으로, 정보화, 원격건강관리, 모바일, 병원, 의료정

보, 전자의료기기, 의료전자상거래산업등다양한산

업요소들로구성되는하나의퓨전산업이다. 

e-헬스 산업은 IT(화상진료 및 의료정보의 전송을

위한 기술, 통합의료 정보망 등), BT(완전 이식형 인

공장기 기술, 유전자를 통한 치료 기술 등), NT(대체

혈액, 안구 삽입물, 상처보호용 dress, 생체흡수가능

물질등)를통합한융합기술(fusion technology) 산업

으로서, 전자의료기기(하드웨어), 원격의료및의료정

보 교환에 필요한 솔루션 및 컨텐츠(소프트웨어), 원

격의료 및 의료정보교환(서비스) 등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다. e-헬스 산업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새로운성장동력이될전망이다.

저렴하고도 질높은 의료에 대한 수요의 급증, 의료

부문의 IT화 경향 등을 감안할 때, e-헬스 산업의 성

장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세계적 경

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2002년 발간된 그의 저서

‘Next Society’에서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가장 큰

향을 끼칠 분야는 교육과 함께 의료분야가 될 것으로

예측하 다. 또한선진국의경우현재의료와교육분

야는 GDP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

로 20년내에 GDP의 40%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으

로예측하고있다.

산업자원부는선진경제진입과복지사회구현을목

표로2013년까지‘e-헬스산업일등국가’가되겠다는

비젼을수립하고, 추진목표로헬스폰을비롯한e-헬스

세계일류상품을개발하여‘e-헬스산업을차세대성

장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고 e-헬스에 의한 효율적이

고평등한의료서비스제공을통해‘국민의건강한삶

의실질적기틀을제공’하겠다로설정하 다. 

세부추진전략으로서 e-헬스관련법제도정비, e-

헬스 산업 인프라 구축(기술개발 지원, 표준화, 인력

양성, 정보 인프라 구축), e-헬스 국제협력강화 및 e-

헬스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 다.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2004

년도실적은다음과같다. 

(1) e-헬스관련법·제도정비

e-헬스에 관한 OECD보고서는 e-헬스 구현에 가

장 중요한 장애는 인간의 심리, 조직 및 제도라고 발

표하 다. 프라이버시에대한신뢰결여, 의료분쟁발

생시 해결방법 부재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향

후 e-헬스 산업의 발전 및 e-헬스관련 행위가 활성화

될 수 없다. 2002년 3월 30일 공포된 개정 의료법이

e-헬스에관한내용을일부규정하고있지만, 이는 e-

헬스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 다고 보기에

는 아직도 요원하다. 따라서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

인과환자간원격진료가가능하고, 아울러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e-헬스의 잠재

력을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원격의료에대한보험청구가가능하도록국민

건강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전반적으로 연

구하기 위해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및 e-헬스 연구지원

센타 내에 e-헬스 관련 법·제도 연구 워킹그룹을 운

하여선진국의법·제도를벤치마킹하고, e-헬스산

업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

다.

(2) e-헬스산업인프라구축

첫째,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다. 우리나라는 하이테

크를 이용한 가정용 전자기기 개발능력이 뛰어나고

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브로드밴드 기술력이 세

계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브로드밴드 기술력

을 활용한 e-헬스 관련 전자기기 개발에 타국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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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가있다고할것이다. 그러나, e-헬스구현에

필요한 핵심기술력은 아직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따

라서 e-헬스 관련 핵심기술의 개발과 함께 개발된 e-

헬스 관련 상품을 차세대 주력상품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한국‘e-헬스 발전협의회’를 공동수행기관으로 하여

2004년5월e-헬스연구지원센타가설립되었고, 센터

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 e-헬스 관련 기술개발 지원,

DB 구축, 표준화, 인력양성등e-헬스산업기반확립

을위한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추진중에있다.

둘째로, 표준화 사업이다. 미국, 국, EU 등 선진

국들은 e-헬스 관련 표준화를 제품 개발과 동시에 추

진함으로써자국의 표준을 국제표준으로만들기 위해

치열한노력을전개중에있다. 그러나, 현재국내의e-

헬스 관련 표준화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아 e-헬스 관련 기술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표준화 문제로 용어 및 코드의 표준화, 이

종시스템간의표준화, 통신기술의표준화등의논의

필요하다. 이를위해현재한국 e-헬스발전협의회내

e-헬스표준화워킹그룹을설치운 하고있다.

셋째로, 인력양성이다. 현재국내에 e-헬스만을다

루는 학과 및 전공은 전무하며, 관련 학과 및 전공을

둔 대학은 10여개, 관련 연구소를 둔 대학도 10여 개

에불과하다. 한국 e-헬스발전협의회에의하면, 우리

나라의 e-헬스 산업규모를 고려할 때, 5년 후 병의원

약 2,000명, 산업계 약 1만 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

요하다. 아울러 기업이 e-헬스 상품을 개발하려 해도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

이다. 이를위해서는 e-헬스관련기술력이아직취약

한 상황에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한국전자거래진

흥원내에 설치된 e-비즈니스 인력개발센타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고 있

다. 향후 e-헬스전문인력양성을위한중장기기본계

획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

다. 

넷째로, 정보인프라구축이다. e-헬스관련시장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e-헬스산업에 대한

기초조사및각종통계DB가미흡한상태이다. 따라

서 현재 e-헬스산업 관련 개별기업 및 산업체의 현황

조사를 통해 산업 기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 e-헬스산업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최초의

e-헬스산업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를 바

탕으로하여 e-헬스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e-헬스 포털 사이트 구축 및 국제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구축되어 있는 ASEM 전자상거

래포털사이트내에 e-헬스섹션을신설하고, APEC

e-헬스포털사이트를구축할예정이다.  

(3) e-헬스국제협력강화

e-헬스의빠른기술발전, 국제표준논의에대한적

극적 대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국제협력의 중요

성은 점차로 증대되고 있다. ASEM 차원에서 e-헬스

에대한본격적인논의는2003년10월서울에서개최

된ASEM TFAP 전자상거래회의에서부터이다. 

TFAP에서 e-헬스가신규협력사업으로채택되었으

며, 또한 테러나 자연재해 등에 대한 위기관리,

SARS, 조류독감등국제적질병의관리, 소외된계층

에대한의료서비스확대등을 e-헬스를통해실현하

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ASEM e-헬스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아울러이기간중에‘ASEM e-헬스세미

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e-헬스 Asia

Alliance(eHAA)가제안되었다. 

2004년 국제협력의 성과로서, APEC과 관련하여

제9차 APEC ECSG회의에서 한국이 제출한‘APEC

e-Health Initiative’가 신규 협력사업으로 제안되었

으며, APEC HTH(4월 타이완), SOMII(6월, 칠레)

의심의를거쳐제10차 APEC ECSG(9월칠레)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APEC e-Health Initiative’는

APEC 회원국간에 e-헬스산업소개및홍보와공동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안되었

다. 구체적인추진사업내용으로는‘APEC 연례 e-헬

스 세미나와 전시회(APEC Annual e-Health

Seminar and Exhibition)’개최 및‘APEC e-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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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를구축할계획이다. 

APEC 연례e-헬스세미나를통해서e-헬스를통한

국제적 차원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공동 대

처방안모색, e-헬스를통한소외계층을위한의료혜

택, 전쟁 등 국가적 위기 또는 재난상황에서의 대응

및관리를위한 e-헬스등을논의할예정이다. 연례세

미나를 통한 AECT(APEC e-Health Community

for Technology)를 구성함으로써, APEC 경제기구체

를 위한 공동 협력 과제 마련 및 수행을 실행하며, e-

헬스산업 및 시장 확산을 위한 민간 경제 협력 및 정

보교류기회제공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 APEC e-헬스 웹사이트 구축을 통해 APEC

회원국 간의 e-헬스 관련 정보의 공유와 각 회원국들

의 e-헬스 관련 컨택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각 국의

e-헬스관련기관과의국제적e-헬스네트워크구성을

목표로한다. 연례세미나를통해구성된AECT의활

성화및성과보고도웹사이트를통해게시될것이다. 

앞서언급한APEC 연례 e-헬스세미나로서, 2004

년12월12~13일양일간APEC 내의e-헬스발전을

위한 협력방안과 로벌 e-헬스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9개국 20여명의 초청인사와 140여명

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2004 국제 e-헬

스 세미나’를 개최하 다. 본 행사는 2005년 APEC

e-Health initiative 본 행사의 예비 행사로서의 성격

을가지며, 국내외e-헬스의현황및향후발전방안및

APEC 차원에서의e-헬스워킹그룹창설을논의하

다. 논의의 결과로 APEC e-헬스 워킹그룹 및 e-헬스

커뮤너티 창설을 위한 양해서(Understanding on

APEC e-Health Cooperation)를 채택하여, 향후

APEC 차원에서의e-헬스관련논의가활발해질것으

로기대된다.

양자간협력차원에서제6차·7차한일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한-핀란드 제3차 전자상거래 ICT워크샵

등에서 e-헬스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어 상

호공동협력하기로합의하 다. 특히, 핀란드와는향

후한-핀 e-헬스시범사업의추진가능성을상호검토

하기로하 다.

(4) e-헬스산업발전을위한정부부처간협력

각 부처가 역별로 e-헬스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

하고있으나사업간연계가미흡하고각부처가개별

추진하는 e-헬스관련정책에관한정보가부처간원

활히 교류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

다. e-헬스산업을미래의전략산업으로집중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상호협조가 절실

하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e-헬스발전

통합로드맵수립이필요하다. 산업자원부는e-헬스산

업 육성정책을, 보건복지부는 법·제도 개선을, 과학

기술부는 e-헬스관련 기초·응용 기술개발을, 정보통

신부는 이동통신 및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주 내용으

로하여역할분담이필요하다. 산업자원부는2004년

도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시행할

수있는시범사업모델개발사업을진행중에있다. 향

후개발된시범사업의시행으로정부각부처및지방

자치단체와의협력이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3. RFID를통한유비쿼터스유통물류추진

근세사의기술혁명과정을살펴보면 1세기에두번

정도의 큰 기술변혁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

는데, 1800년대의 섬유과 철도, 1900년대의 자동차

와 컴퓨터, 2000년대의 인터넷과 유비쿼터스

(ubiquitous) 기술변혁이그것이다.

특히, 인터넷과 유비쿼터스 기술의 결합으로 유비

쿼터스 컴퓨팅이 가능해지고 있는데, 이는 사람과 컴

퓨터, 상품등을네트워크로연결하여3차원으로정보

를 수발신하게 되는 컴퓨터화의 최종 발전단계를 의

미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유통물류(u-

logistics)가최근주목을받고있다.

과거의유통물류환경하에서는유통점의판매정보

만 필요했으나, 인터넷을 통하여 방대한 정보를 신속

하게수집하여공유할수있는환경이구축되고, 물리

적인 흐름의 속도보다 정보 흐름의 속도가 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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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지금, 개별 고객의 주문 정보, 배송 물품의 실

시간추적관리등상거래전과정에대한이해와정보

가필요해진것이다.

RFID 태그는무선안테나와식별정보가입력된 IC

칩으로구성되고, 다양한물체에부착할수있도록다

양한 모양과 크기를 갖는다. RFID의 정보는 판독기

(reader)라불리는무선단말에의하여읽혀지고네트

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 처리가 이루

어진다. 네트워킹된RFID 기기로 인하여유비쿼터스

유통물류가가능해져상품의위치추적(tracking), 생

산 및 유통이력 관리(traceability), 재고관리, 고객관

리등이효율화된다. 

이러한 RFID가 유비쿼터스 유통물류를 구현하는

새로운 구성요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표준(stan

dards), 기술(technology), 비즈니스,(business) 인간

(people)이라는4가지이슈가해결되어야한다.

먼저 표준에 있어서는 주파수대역, 무선전송방식,

데이터동기화등의표준이제정되어야하는데, 2004

년 9월현재주파수대역등9종의 ISO 표준이제정되

어 RFID 시장의 확산기반이 마련되었다. 두번째 기

술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RFID 시스템 도입 비용

의 절감, 금속과 액체의 판독, 리더간 간섭문제, 바코

드와RFID 겸용장비의개발등이다.

세번째,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ROI 산출, 제조업체

의 이익 명확화 등으로, RFID 도입효과에 대한 설득

력 있는 성공사례(best practice)가 제공되어야 한다

는점이다.

네번째, 인간의 관점에서는 사생활 보호와 안전 문

제, RFID 도입에 따른 마인드와 일하는 방식 등 변화

관리가중요한이슈로떠오를전망이다. 사생활보호에

있어서는EPCglobal 측에서제안하고있는태그부착

여부 공지(consumer notice), 소비자의 선택권(con

sumer choice), 소비자교육(consumer education)이

라는3대원칙이주요한가이드라인이되고있다.

2004년 9월 액센츄어가 한국, 중국, 호주, 일본의

제조 및 유통기업의 임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RFID 투자효과가

높을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51% 이상이

본격적인 도입은 2007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 수준과 표준동향 등을 고려해 볼

때 RFID 시장의 본격적 활성화는 2007년 이후가 될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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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MIT AutoID 센터

<그림 6-2-11> RFID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유통 물류

태그

안테나

네트워크

네트워크
멀티플렉서

RFID 리더

리더컨트롤러/호스트PC

미들웨어 다른백엔드시스템

서버

리더기

RFID 태그(상품) 

ERP, SCM

인벤토리시스템



(1) 해외각국의노력

미국과 EU에서는 월마트, 메트로, 테스코 등의 등

의주요다국적유통기업들이RFID를선도적으로도

입하여 결품방지, 도난방지의 효과를 추구하는 한편,

재고관리, 물류의 효과적 추적관리 등을 실현하기 위

한노력을계속하고있다.

대표적인 예는 월마트이다. 월마트는 2003년 6월

상위 100개 공급업체에 대해 2005년 1월 한으로 텍

사스 소재 3개 물류센터에 집하되는 팔레트, 케이스

단위에 RFID 부착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 으며,

36개의 업체가 자발적으로 월마트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 월마트는 2006년에는 다음순위 200개 공급업

체에도실시하는등점진적으로RFID 도입을확대해

나갈계획이다.

미국정부도 RFID 도입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FDA의위조의약품단속, 관세청의컨테이너보안, 국

방부의 군수물자관리 등이 그것이다. 특히 관세청의

컨테이너보안차원의e-seal 계획은네트워크와연계

되어 로벌 물류효율화(G-SCM) 효과도 가져올 것

으로예상된다. 

(2) 국내의RFID 도입추진현황

국내에서도 RFID 기반 유비쿼터스 유통물류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를 중심으

로 표준화 기반 조성, 시범사업, 기술개발 등의 작업

이진행중이다.

우선적으로RFID 확산의가장주요한인프라인국

내 주파수 환경은 점차적으로 정비되고 있는 중이다.

정보통신부는2004년7월900MHz대역의주파수분

배는 완료하고, 11월에는 기술기준을 제정할 계획이

다. 또한컨테이너관리용433MHz 대역의분배논의

도진행중이다.

산업자원부가 2003년 8월부터 추진하 던 유통물

류 분야 RFID 시범사업은 RFID기술검증과 이를 활

용한비즈니스모델개발을위하여추진되었다.

삼성테스코, 한국팔렛트풀, CJ GLS 등주요유통물

류기업이참여한본사업에서는팔렛트트랙킹(운송과

정추적), 물류센터의입출고관리, 팔렛트및박스단

위의상품추적및공급망관리모델을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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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2> 의류산업의 RFID 기반 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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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실시결과, 인식율과 인식거리, 기술적 안

정성 등 부분에서 도출한 결론은, 현 단계의 기술 수

준은 진정한 의미의 상품화 이전이기는 하나, RFID

에 기반한 유비쿼터스 유통물류가 구현되었을 때 예

상되는물류효율화및생산성향상성과가더크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시범사업의성과평가를바탕으로시

범사업 대상 분야 등을 단계적 확대하여 응용 비즈니

스모델을제시하는한편, 파일로소테스트결과로도

출된기술요구수준, 표준규격제정방향등이응용기

술 개발사업, 표준화 사업에 반 되도록 조치할 계획

이다. 

현재진행중인‘RFID 기반자동차부품의수출물류

효율화’사업도 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G-SCM 구축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또한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과 중기거점기술개

발 사업에‘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기술개발’, ‘한국

형 u-SCM플랫폼 구축 및 무선인식 기술개발’등을

추진하여 , IC 칩, 판독기, Tag  등 하드웨어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추진한

다.

그리고새로운산업인프라로써RFID가갖는중요

성을 인식하고, RFID 산업화 과정의 혼선을 막기 위

해 RFID 산업 활성화 로드맵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표준화, 시범사업, 산업별 응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전담할‘RFID산업활성화지원센터’를 유통물류

진흥원내에2004년6월구축하 다.

RFID산업활성화지원센터는 2009년 5월까지

RFID산업화협의회구성및운 , RFID 테스트랩의

구성및운 , 표준적합성인증, 표준화기반조성, 교

육 및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바코드 체계의

혼란없는RFID 체계로의이관을지원할계획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제7차 한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

회를 제주에서 개최하고, 양국 간 RFID 트레이서빌

리티(Traceability)에 관하여 협력을 증진할 것을 협

의하 다. 주요내용은한국전자거래협회(KCALS)와

일본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ECOM) 등 민간 부문에

있어서의 양국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Working Group) 구성, 양국 간 RFID를 활용한 애

플리케이션보급촉진, 양국의서로다른주파수대역

환경 하의 RFID 시스템(IC태그, 리더기 등) 호환가

능성 확보를 위한 정보교환, 공동실험 추진 등이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 표준화 논의에 공동으

로협력하여공동대응하기로합의하 다.

또한 11월 한중 정부 간 유통물류 분야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RFID 산업화 관련 기술개발, 실증실험 등

의 주요 정책정보를 심도있게 교환하기로 합의하여,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RFID 관련 협력이 점차 확대

될전망이다.

4.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구축 추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는

등양적기반은세계적수준을갖추었지만, 이를산업

적 측면에서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낮은 수준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정보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정

보화 확산을 촉진하고 편안하게 기업활동에만매진할

수있는환경의구축이필요하게되었다. 기업하기좋

은 정보환경이란 기업과 정부 상호 간의 업무처리 프

로세스 혁신과 단일창구 구축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

감함으로써 기업이 기업 본연의 활동인 제품의 생산

과서비스의창출등부가가치창출에전념할수있도

록지원하는환경이라하겠다.

그동안 정보화 추진으로 서비스의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기업과관련된행정업무및데이터처리의경

우 법인등록정보는 대법원의 상업등기소가 관할하고,

사업자등록정보는 국세청이, 그리고 기업의 각종 인

허가에 관련된 업무는 관할 시군구에 대부분 관련되

어 있는 등 각 부처 및 지원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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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인터넷 정보 사이트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적 수준에

서유기적인양방향정보제공이아닌, 대부분이정체

된 개괄적 정보만을 제공하는 수준이고, 정보의 내용

도 중복 분산 제공되어 기업은 다수의 정보접점을 갖

게 되고, 이로 인한 정보 접근 시간과 비용의 과다로

이용에불편을주고있는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이라는

기치 하에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의 구축을 구상하

게 되었고, 그 이념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정

부의 과감한 혁신을 이룩하는 것으로 기업에 시간과

공간적 제약없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

다. 이의 수행을 위하여 2003년 8월 참여정부의 전

자정부로드맵 과제에 동 사업을 포함시키고, 사업자

선정을 통하여 2004년 6월까지 BPR/ISP를 수행하

다.

(1) BPR의주요내용

첫째G4B의중장기비전및발전전략수립이다. 이

는향후G4B 서비스와관련된업무적, 기술적환경을

분석하여 유관 타 전자정부 사업과의 연관관계를 고

려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전자정부 조사를 통해 밴치

마킹에 활용하 다. 수요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3차례

에 걸친 수요조사와 유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분석했

고, 기업을 위한 종합행정서비스 사업의 우선순위와

기본틀을제시하 다. 

두번째는 현행 기업 관련 서비스 제공현황의 분석

이다. 이는 창업에서 폐업까지 기업의 라이프사이클

에 기반한 기업행정 프로세스 현황 조사 분석을 통하

여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민원과 관련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각종산업정보망에대한현황파악, 기업활

동과 관련된 기간망(물류망, 관세망 등) 및 기업자문

이나 e-러닝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

하 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파악

하 다. 

세번째는전체기업행정업무를대상으로사전조사

하여 업무의 중요성 및 처리수요 등을 감안한 프로세

스를 재설계했다. 이는 기업의 활동 목적을 기반으로

수요조사 결과, 온라인 처리수요가 많은 기업활동 분

야에 대한 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해 워크플로우 방식

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고, 다단계 또는

다수 유관기관이존재하는 복합 행정업무프로세스에

대한 단계별 개선과제 발굴 및 구축방향도 제시하

다. 

네번째로G4B 기업행정종합안내지도의작성이다.

이는 주요 행정서비스와 산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

로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업행정종합안내지도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행정서비스 및 정보의 분류체계

를제시하 다. 기타사용자중심의G4B 활용제고방

안, 변화관리 및 위험관리 방안, G4B와 부합되는 제

도정비 및 추진체계 운 방안 등에 대한 제시를 하

다

(2) 정보화전략계획의주요내용

첫째 G4B 포털 구현방안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의 관리,

정보의 분류체계 및 표현방식의 표준화 등에 대한 해

외사례를 수립 분석하여 장기적 종합서비스 제공의

발전방향을 도출하 고, 유관 전자정부 사업과, G4B

와관련된타시스템현황및외부인터페이스현황을

파악하 다. 또한 기업행정종합안내지도 및 기업 관

련온라인서비스, 산업정보DB 연계와통합, 기간망

연계, 타전자정부시스템과의연계및부가서비스제

공을 내용으로 하는 G4B 포털시스템 구성도를 마련

하 다. 특히 G4B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수립하 으

며, 기업민원관련유관기관과의상호간인증과연계

를위한효율적인방안을제시하 다. 

두번째는 BPR에서 도출된 산업정보 DB의 통합연

계방안에대응한시스템및검색엔진의구축, 산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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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DB의활용도제고방안의수립이다. 여기에는민간

운 산업정보 DB 및 기간망의 경우 G4B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운 의 지속적 유지와 참여확대를 위해

수익모델을통한사업화방안도제시하 다. 

세번째는 기간망시스템 연계 및 부가서비스 구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수립하 다. 기

타시스템운 효율화및활용도제고를위한사용자

지원방안, 시스템구축을위한단계별추진일정, 소요

자원계획을수립하 다. 

(3) 파일럿시스템구축

본 선행사업에서는 파일럿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파일럿 시스템에

는기업행정종합안내지도를구축하 고, BPR에서도

출된기업행정업무, 산업정보안내지도의G4B 탑재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 다. 또한 산업자

원부는 파일럿 시스템이 본사업 추진 과정에 많은 역

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사업

을추진할계획이다.

G4B 시스템 구축은 4단계에 걸체 2008년까지 구

축해야할사업이다. G4B 구현을통해서정부는기업

지원을위한하나의정부, 전자적단일창구를통한무

방문 서비스 제공, 기업의 경 활동에 맞는 민원처리

안내정보 제공 등 대국민을 향한 서비스 혁신을 이루

게 될 것이다. 또한 전자화된 자료를 통한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 시간이 축소되는 등 정부의 일하는 방식

에서의혁신이이루어질것이며, 정보의효율적관리,

표준화 등을 통한 정보자원의 관리에서도 혁신이 이

루어져고효율의정부달성에많은기여를할수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 7월까지 1단계 구축사업을추진

할 계획인데, 1단계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G4B 포

털과통합관리시스템구축이다. 

(1) G4B 포털구축

이는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

하기 위하여 온라인 접점인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용자등록, 기업민원행정 안내, 산

업정보의 통합검색, 유관기관 연계 및 부가서비스 중

계, 산업정보이용안내등을통한서비스제공이이루

어질 것이고, 포털 관리와 이용자 및 운 자 간의 커

뮤니케이션 증대를 위한 포털공동 관리, 커뮤니티 관

리, 정기구독서비스관리, 컨텐츠관리시스템으로구

성할 것이며, SSO(Single Sign On) 구현을 통해 편

리한사용과보안성을강화할예정이다.

우선 기업민원행정서비스는 파일럿 시스템에 구축

된 안내지도의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사업인

허가와 자금지원 부문에 대한 사업안내 개요 및 상세

프로세스를설명하며, 필요시G4C 등타전자정부시

스템이나 각 부처 민원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서비

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기업특성에 따른 맞춤형 안내

지도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활동 주기에

따른 민원을 연결하여 프로세스를 상세 분석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축될 계획이고, 2단계 사업부터

계획중인BPM기반의기업민원행정온라인처리시스

템을위한준비를할것이다.

다음 산업정보 서비스는 40개 사이트 100여개 컨

텐츠를 대상으로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인

허가와 자금지원 관련한 시책 및 동향정보 등에 대한

DB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메타검색, 전문검

색, 디렉토리검색 등을 포괄하는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에의 접근이 원활이 이루어지게 하고,

산업정보 컨텐츠 관리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기업에 유용한 DB만을 엄선하여 제공하도록 할 계획

이다

또한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간망과 연계를 통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자문 및 기업교육을 위한 중계

시스템을구축하여부가서비스를창출할계획이다. 

(2) G4B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이는 G4B 포털에 대한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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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공통관리, 커뮤니티관리등G4B 포털시스템에대

한 관리 기능을 제공함으로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변동사항의 반 , 수요자와의 의사소통 등의 기능이

가능하도록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다.

G4B 사업을 통한 정량적 기대효과는 민원처리/접

수구비서류 준비비용 감소, 산업정보 획득비용 감소,

기업교육 문의 비용 감소 등을 통한 기업측에의 비용

감소 효과와, 민원처리기관의 민원처리비용 감소, 정

보운 관리비용 감소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자 측면

에서의비용절감효과가있다. 

G4B를 통한 더욱 중요한 기대 효과는 이러한 비용

절감외에행정의투명성이높아질것이다. 그동안기

업은 행정기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많은 고통을 받

아온 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확한 기업민원행정 안

내를 통해 기업은 완벽한 사전준비가 가능해지고, 사

전준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질의응답 등을 통해 해

결방안을 쉽게 찾음으로써불필요한 행정비용의절감

을가져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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