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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1999944

1968 EDI 처음도입

1983.5. 대통령직속<정보산업육성위원회) 발족

1984.9. 금융전산위원회발족

1984 미국의류제조업협회, QR시스템도입

1986.6. (사)금융결제관리원설립

1986.9. 데이콤천리안서비스개시

1987.6.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발족

1988.2. 금융전산망기본계획의결

1988.3. 증권자동매매체결시스템가동

1988.10. 데이콤, EDI서비스개시

1991. 한국통신, 전자우편시범(서울-부산) 서비스실시

1991. 한국EDIFACT위원회구성

1991. 무역자동화업무촉진에관한법률제정

1991. 미국과56K연결해본격적인인터넷활용

1992.1. 종합금융콜거래중개시스템가동

1992.3. 금융공동망센터와SWIFT 연계

1993.1. (사)한국EDIFACT표준원출범

1993. KAIST,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구성

1994.1. 금융공동망센터와무역자동화망(KTnet) 연계

1994.6. 한국통신, 인터넷상용서비스개시

1994.7. 청와대인터넷서비스실시

1994. 상용ISP 등장(한국통신, 데이콤, 아이네트등)

1997.1. 신용정보온라인공동망가동

11999955--11999966

1995.3. 중앙일보, 국내최초인터넷신문발행

1995.5. 무역자동화망사업(적하보험EDI) 가동

1995.10. KBS, 인터넷방송시작

1995. 국방부조달본부, 정부의전자거래(EDI) 시범기관으로

지정

1995. 정보통신부웹서비스등장

1995. 다음커뮤니케이션출범

1995. 인터넷전자신문등장

1996.1. 정보화촉진기본법제정

1996.2. CALS/EC기술협회출범

1996.2. 데이콤, 인터넷사이버캐시서비스개시

1996.3. 조선일보, 인터넷신문시작

1996.4. 정보화추진위원회구성

1996.6. 롯데인터넷백화점출범

1996.6. 국내최초인터넷쇼핑몰인터파크서비스시작

1996.6.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발족

1996.11. (재)한국전자거래표준원출범

1996.1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

1996. 국방CALS/EC 시스템구축사업시작

1996. 커머스넷코리아설립

11999977

3월 골드뱅크출범

4월 증권거래법개정으로전자증권거래허용

5월 조흥은행국내최초인터넷주식매매서비스개시

5월 국내최초무료웹메일서비스‘한메일넷’오픈

6월 한솔CS클럽출범

9월 국내ECRC 처음지정

9월 야휴코리아서비스시작

조달EDI/EC시스템구축사업시작

한국인터넷협회(KRIA) 설립(구한국인터넷협의회)

국가망인터넷서비스개시

11999988

4월 옥션출범

6월 건설CALS/EC 기본계획수립

6월 국내최초초고속가입자망서비스개시

8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QR 구축계획추진

9월 삼성몰출범

11월 전자화폐이코인상용화

11월 CALS/EC 본격추진

국내Web-EDI 서비스개시

LG그룹, 사이버아카데미운 시작

씨제이코퍼레이션, Dreammart.Com 개설

전자무역전문업체Tpage 출범

11999999

1월. 전자화폐공동사업추진계획확정



2월 전자거래기본법제정(7월시행)

2월 전자서명법제정(7월시행)

2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2월 정부, 2003년전자상거래선진국진입계획발표

2월 공정거래위, 전자상거래표준약관심의, 승인

3월 SCM민관합동추진위원회발족

4월 e현대백화점출범

4월 국내최초인터넷서점YES24 출범

5월 (주)대우무역거래알선사이트

www.Tradewindow.co.kr 개설

5월 다음카페개설

6월 제1회우수사이버몰인증(eTrust인증제도전신) 

6월 전자정부종합실천계획수립

7월 한일EC추진협의회발족

7월 국내인터넷뱅킹서비스시작(신한, 한미, 주택등)

8월 한국전자거래진흥원(구한국전자거래표준원) 출범

8월 (주)오세오월드인터넷법률서비스시작

8월 SBS인터넷출범

9월 1차B2B시범사업시작

9월 KBS, 한국통신과함께인터넷방송크레지오설립

10월 한미은행, 국내최초모바일뱅킹시작

10월 전자화폐명칭(K-Cash) 확정

국내전자산업CAL/EC정보화추진사업시작

22000000

1월 배움닷컴출범

2월 산자부전자상거래활성화종합대책수립

2월 바이엔조이출범

2월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기관지정

2월 한국증권전산, 공인인증기관지정

3월 다음, 인터넷쇼핑몰사업개시

3월 쌍용중공업, 엔진엠닷컴설립

3월 KTNet, 로컬L/C에XML/EDI 시범서비스개시

3월 국내닷컴기업주가하락시작

4월 라이코스인터넷쇼핑몰개시

4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출범

4월 금융결제원, 공인인증기관지정

5월 한국전자화폐포럼출범

5월 국내최초온라인증권사키움닷컴출범

5월 원격교육기관(주)크레듀출범

8월 엔투비출범

8월 전자산업CALS정보화추진사업시작

9월 한일정상회담시 IT협력이니셔티브에합의

9월 전자상거래관리사자격시험제도시작

10월 메일캐스터(주), 국내최초e메일뱅킹서비스시작

11월 세이클럽, 국내최초온라인캐릭터(아바타) 유료서비스

12월 아이마켓코리아출범

12월 인터넷사이버몰이용표준약관제정

12월 전자상거래지급결제중계시스템(Payment Gateway)

가동

한일e아시아마켓플레이스(AMP) 사업추진

22000011

1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공포

2월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발족

2월 한은, 기업간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구축기본계획

심의및의결

3월 한국전산원, 공인인증기관지정

3월 전자정부법제정

4월 G2B활성화실무추진단구성

4월 전자상거래표준화로드맵수립

4월 산자부e-비즈니스확산국가전략수립

4월 전자금융공동망구축

5월 전자무역종합육성방안수립

5월 ebXML중앙등록저장소구축

5월 신세계닷컴출범

5월 전자상거래WTO 뉴라운드민간대책반구성

6월 LG전자, 수출선적업무XML/EDI로처리

7월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제도실시

9월 초고속정보통신망고도화기본계획수립

10월 한중전자상거래고위실무회의개최

10월 전자금융거래표준약관제정

10월 ASEM전자상거래세미나및TFAP 회의개최

10월 전자상거래산업의해외진출촉진전략수립

11월 e-비즈니스인력개발센터출범

11월 한국전자인증, 공인인증기관지정

11월 SK증권등모바일증권거래개시

11월 e-Book산업협의회발족

12월 전자서명법개정

12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출범

12월 전자고지및납부시스템구축

3만개중소기업 IT화사업추진

국내인터넷이용자수2,000만돌파

22000022

1월 전자거래기본법개정

1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제정

2월 전자문서및전자카탈로그표준화가이드라인제정

2월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개최

2월 중소기업정보화경 원출범

3월 켐라운드폐쇄

3월 B2B전자상거래네트워크구축사업확대(30개업종)

3월 유통전자문서교환XML/EDI 방식도입

3월 e-비즈니스인력양성계획수립

3월 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인증기관지정

3월 한개의공인인증서로모든전자거래가능하도록제도화

4월 산자부, ‘e-러닝(사이버교육)활성화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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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 구축착수

4월 동북아물류중심기지정보화추진계획수립

4월 G2B지원협의회출범

5월 e-러닝지원센터설치

5월 KOTRA, 세계최초사이버수출상담회개최

5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WIPI 표준플랫폼채택

6월 e-비즈니스확산국가전략대통령보고

6월 e-비즈니스기업해외진출협의회구성

6월 로벌e-비즈니스지원센터설립

6월 산자부, e-러닝산업활성화방안발표

8월 에이블클릭, 국내최초상업적인블로그서비스시작

8월 산자부전자무역확산전략회의개최

9월 조달청G2B 시스템개설

9월 전자외상매출채권결제시스템가동(3월구축완료)

9월 KOTRA, 상설사이버수출상담장설치운

9월 은행사설인증서발급중지

9월 한국e러닝산업협회발족

초고속인터넷가입자1,000만명돌파

10월 e러닝컨텐츠표준화포럼발족

10월 수출입부대비용에대한EIPP 시스템구축

10월 전자금융거래법제정안입법예고

11월 사이버트레이딩분야공인인증의무화

12월 무선인터넷망개방

22000033

1월 공인인증서상호연동협약체결

2월 전자문서개발가이드라인발표

2월 법원, ‘소리바다’서버중지최종확정

3월 온라인증권거래시공인인증서사용의무화

4월 제4차B2B시범사업10개업종선정

5월 인터넷뱅킹분야공인인증의무화

5월 중소기업SCM협의회출범

7월 EU 디지털콘텐츠에부가세적용

7월 EU 전자상거래업체에부가세적용

7월 저작권법개정안발효

7월 산자부e-매뉴팩처링사업본격추진

7월 국가전자무역위원회출범

8월 전자정부로드맵작성

9월 산자부동북아G-SCM 허브사업추진계획발표

9월 한중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발족

9월 대외무역법개정공포

10월 개인공인인증서유료화

10월 섬산련, 로벌SCM구축사업착수

제2차건설CALS/EC기본계획수립

22000044

1월 이러닝산업발전법국회통과

1월 인터넷주소자원법제정

1월 약관규제에관한법률걔정

1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

4월 전자거래분쟁위온라인자동상담시스템구축

5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개정안입법예고

6월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주간선포

7월 이러닝산업발전법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

8월 자산관리공사부동산공매전자입찰만허용

8월 전자금융거래법입법예고

9월 국가전자무역위, 전자무역혁신계획확정

11월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태그통합코드개발

11월 전자산업진흥회, 전자업계e-비즈CIO 포럼출범

11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국회통과

12월 산업자원부, e-비즈니스주간행사개최

12월 옥션, 코스닥등록취소

12월 정부조달물품다수계약제도입

12월 한국국제벤치마킹스터디( 국DTI조사) 세계5위

12월 UN, 한국전자정부세계5위발표

12월 조달청PDA이용모바일전자입찰개시

12월 국내기업e-비즈니스인덱스발표

12월 전자거래표준화로드맵4.0  공청회개최

12월 전자무역촉진3개년계획(2004~2006) 추진

해외

1978 세계최초BBS 시작

1980 미국정부종이문서제거법제정

1980년 OECD 프라이버시보호및개인정보가이드라인제시

1982 유럽 UNIX 사용자그룹, Eunet 설립해이메일과

USENET의서비스개시

1982 ARPANET 에서TCP/IP 완성

1983 TCP/IP 방식의인터넷탄생

1984 미국케이블통신정책법제정

1985  AOL(구Q링크온라인서비스)  출범, 1991 개명

1987 EDI국제표준UN/EDIFACT 개발

1988 미국비디오프라이버시법제정

1988 미국컴퓨터보안법이제정

1988 미국컴퓨터연결및프라이버시보호법제정

1989.1 미국 국립로렌스리버모어연구소에서‘전자상거래’라는

용어처음사용

1989 미국상용전자메일서비스와인터넷간최초접속

1990년 유엔‘전산처리된개인정보파일의규제지침’제시

1991 스위스CERN에서WWW 처음활용

1992 핀란드Nordea 은행, 세계최초GSM방식모바일뱅킹

시작

1992 미국시카고트리뷴최초의인터넷신문창간

1993. 인터넷브라우저의효시‘모자이크’범용출시

1993 미국상용인터넷서비스개시

1993 미국백악관인터넷서비스시작

1993 미국정부업무수행결과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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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넷스케이프사설립, Netscape Navigator 1.0 발표

1994 미국인터넷에서쇼핑서비스개시

1994 최초의사이버뱅크‘First Virtual’개점

1994 스위스최초의WWW 국제회의개최

1994 미국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처음지정

1994 일본‘행정정보화추진계획’이작성

11999955

1995.5 Onsale, 인터넷경매시작

1995.9 미국Auction Web(eBay전신) 출범

1995.10 미국SFNB, 세계최초인터넷뱅킹시작

1995 마이크로소프트, Internet Explorer 발표

1995 검색엔진Yahoo 출범

1995 Amazon 출범

1995 미국금융회사Charles Schwab 웹사이트서비스개시

1995 미국정부종이문서감축법제정

1995 EU 개인정보보호지침제정

11999966

1996.5 UNCITRAL, 전자상거래모범법채택

1996.7 미국온라인증권사eTrade 출범

1996 미국FirstTV 처음인터넷방송시작

1996 미국, 차세대인터넷발표

1996 미국, 인터넷상에서최초의가상세계박람회개최

1996 미국전자정보자유법제정

1996 미국정보기술관리개혁법제정

1996 미국텔레컴뮤니케이션법제정

1996 인터넷에서세계최초가상박람회개최

11999977

4월 EU, 유럽전자상거래전략채택

6월 WAP포럼발족

7월 미국, 로벌전자상거래기본계획발표

국제EC표준기구UN/CEFACT설립

IBM에서‘e-비즈니스’용어처음사용

미국정부‘국제전자상거래의기본구조’라는보고서발표

EU ‘격지자간계약지침’제정

11999988

1월 프랑스사회정보화를위한‘정부행동계획’발표

2월 미국전자상거래무관세화국제규범화공식제안

5월 AOL 넷스케이프인수

5월 미국상무부‘The Emerging Digital Economy’발표

12월 미국Metal Site.Com 설립

전자업종e마켓플레이스Electropia 출범

미국포털서비스개념처음사용

미국MP3.com 상용서비스시작

미누보미디어, 세계최초e-Book 전용단말기출시

OECD, 전자상거래각료회의개최(캐나다오타와)

미국, ICANN 창설

세계인터넷이용자수1억돌파

11999999

1월 범세계기업대화(GBDe) 발족

1월 중국, 인터넷규제법안발표

1월 냅스터프로그램개발

2월 일본NTT도코모 iMode 상용서비스개시

3월 국정부현대화계획정부현대화백서발표

4월 미국, 인터넷도박금지법제안

4월, 유럽, 인터넷관리정책수립

5월 미국인터넷사기소송센터창설

6월 미국상무부‘The Emerging Digital Economy II’발표

9월 미국eSteel.Com 설립

9월 싱가포르, 세계최초의인터넷온라인법정개설

10월 중국,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법전문발표

11월 UN/CEFACT와OASIA, ebXML제정

핀란드노키아, WAP방식모바일뱅킹서비스시작

북한, 인터넷본부베이징서발족

전세계인터넷인구3억명돌파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금융서비스근대화법제정

22000000

3월 프랑스전자서명법제정

5월 일본전자서명인증에관한법률제정

6월 미국연방전자서명법제정

12월 미국, e-러닝기술개발목표상정

12월 미국냅스터출범

미국상무부‘The Digital Economy’발표

미국공인인증서비스개시

닷컴주가하락장기화시작

EU ‘전자서명지침’제정

국‘전자통신법’제정

국정보공개법제정

일본‘전자서명및인증업무에관한법률’제정

22000011

1월 일본‘e-Japan 전략’책정

3월 일본‘e-Japan 중점전략’제정

4월 국제전자상거래피해구제네트워크(일명

eConsumer.gov) 창설

4월 일본민간인증업무시작

8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에의해냅스터폐쇄

8월 WAP 포럼‘WAP 2.0’발표

독일‘전자서명법’시행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전자서명모델법’채택

전세계인터넷사용자5억명돌파

22000022

3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조약발효

5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공연및음반조약(WPPT)

발효

8월 OECD, 사이버보안지침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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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U ‘격지간소비자금융서비스판매지침’제정

10월 OECD ‘국제거래에서의사기및기만행위로부터의

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권고안’채택

미국전자정부법제정

국전자서명규제명령제정

22000033

4월 미국‘전자정부전략(E-Government Strategy)’수립

5월 일본‘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정

7월 일본‘전자정부구축계획’결정

7월 EU, 전자적으로전달되는서비스등에3년시한으로

부가세부과

12월 월마트, 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참여

12월 구 , 번호검색서비스개시

GBDe 컨슈머인터내셔널과대안분쟁해결협정체결

미국전자정부전략발표

미국연방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시민보호법(안) 상원

제출

미국연방스팸방지법제정

22000044

2월 국통상부2003 국제벤치마킹조사결과발표

6월 중국산둥성에서APEC 전자상거래박람회개최

6월 일본, e-Japan 중점계획2004 발표

7월 미국상원, 피싱방지법안제정

8월 중국전인대, 전자서명법통과

8월 구 나스닥상장

8월 월마트, GDSN 테스트돌입

9월 중국, 인터넷포르노유포자종신형경고

9월 덴마크재경부오프소스시스템가동

10월 인터넷탄생35주년

10월 미캘리포니아주안티스파이웨어금지법시행

11월 EU, ‘Challenges for Europe’s Information Society

beyond 2005’제정

11월 WTO, 인터넷도박금지는협정위반판정

11월 미국연방통신위, 인터넷전화(VoIP)는FCC 관할판결

11월 IDC 한국정보화지수(ISI) 세계8위

12월 국통상부2004 국제벤치마킹조사결과발표

12월 FBI-인터넷기업, 피싱공동대응프로젝트추진

12월 일본경산성, 피싱사기대책회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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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준준개개발발

등록저장소 전자거래등록저장소2.1 한국전자거래진흥원 http://www.remko.or.kr

한국무역정보통신등록저장소2.0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xeni.co.kr

철강협회등록저장소 한국철강협회 http://rr.kosa.or.kr/ebXML_kr/index.jsp

UDDI(웹서비스등록저장소) 한국전산원 http://uddi.nca.or.kr/korean/index.jsp

ebXML ebXML 표준화 OASIS http://www.ebxml.org

OASIS OASIS http://www.oasis-open.org/home/

index.php

ebXML 포럼사이트 webservices.org http://www.ebxmlforum.org

ebXML Asia Committee 한국전자거래진흥원 http://www.ebxmlasia.org

전자문서 유엔전자문서표준화기구(UN/CEFACT) UN/CEFACT http://www.unece.org/cefact

OAG(Open Applications Group) OAG http://www.openapplications.org

아시아전자문서표준화기구(AFACT) AFACT http://www.afact.org

표준화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 http://www.ecif.or.kr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http://www.ats.go.kr/home/home.asp

표준화국제기구 IDEAlliance IDEAlliance http://www.idealliance.org

AFACT AFACT http://www.afact.org

GCA GCA http://www.gci-net.org

VICS VICS http://www.vics.org

WS-I WS-I http://www.ws-i.org

EPCGlobal EPCGlobal http://www.epcglobalinc.org

기타 X.12 ASC위원회 http://www.x12.org

분분쟁쟁조조정정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전자거래진흥원 http://www.ecmc.or.kr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or.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cyberprivacy.or.kr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 대검찰청 http://icic.sppo.go.kr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찰청 http://www.ctrc.go.kr

인터넷119 인터넷119 http://www.internet119.or.kr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http://www.idrc.or.kr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한국소비자보호원사이버소비자센터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econsumer.or.kr

e-비즈니스관련
웹사이트안내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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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벤처처인인증증

관계기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http://www.kova.or.kr

벤처넷 벤처기업협회 http://www.venturenet.or.kr

평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sbc.or.kr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http://www.kibo.co.kr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http://www.kaist.ac.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http://www.kistep.re.kr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www.kidp.or.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http://www.itep.re.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www.khidi.or.kr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http://www.iita.re.kr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http://www.kist.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www.kisti.re.kr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http://www.kctpi.re.kr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http://www.gameinfinity.or.kr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http://www.kiec.or.kr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http://www.kfri.re.kr

국방품질관리소 국방품질관리소 http://www.dgaa.go.kr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http://www.kocca.or.kr

EECCRRCC((전전자자상상거거래래지지원원센센터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한국전자거래진흥원 http://www.ecrc-korea.or.kr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http://ecrc.korcham.net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생산성본부 http://ecrc.kpc.or.kr

서울대학교경 연구소 서울대학교 http://ecrc.snu.ac.kr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 http://www.inecrc.or.kr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ksbc-ecrc.or.kr

경기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http://www.ecrc-antp.or.kr

춘천상공회의소 춘천상공회의소 http://www.checrc.or.kr

강릉대학교 강릉대학교 http://www.knu-ecr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강원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강원지역본부 http://www.wonjuecrc.com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상공회의소 http://ecrc.tjcci.or.kr

호서대학교 호서대학교 http://www.smerc.or.kr/ecrc/e_index.html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http://ecrc.cnsbc.or.kr

청주상공회의소 청주상공회의소 http://www.cjecrc.or.kr

충주상공회의소 충주상공회의소 http://chungjuecrc.korcham.net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http://ecrc.dcci.or.kr

진전문대학산학협력단 진전문대학산학협력단 http://ecrc.yjc.ac.kr

구미상공회의소 구미상공회의소 http://gumiecrc.korcham.net

경산상공회의소 경산상공회의소 http://ksecrc.korcham.net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http://ecrc.ktp.or.kr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상공회의소 http://pohangecrc.korcham.net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http://www.pkecrc.or.kr

마산상공회의소 마산상공회의소 http://www.ecportal.net/m1.php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상공회의소 http://jinjuecrc.korcham.net

창원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 http://changwonecrc.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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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http://www.ulsanecrc.or.kr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http://www.e-biz4u.co.kr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상공회의소 http://kwangjuecrc.korcham.net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순천광양상공회의소 http://skecrc.korcham.net

목포상공회의소 목포상공회의소 http://mokpoecrc.korcham.net

전주상공회의소 전주상공회의소 http://jeonjuecrc.korcham.net

익산상공회의소 익산상공회의소 http://iksanecrc.korcham.net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http://ecrc.jejusbc.or.kr

국국제제협협력력

ASEM TFAP e-Commerce 한국전자거래진흥원 http://www.asemec.org

E-Commerce in Korea 한국전자거래진흥원 http://www.ecommerce.or.kr

한국APEC연구컨소시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apec/apec.nsf/

home?OpenPage

APEC전자상거래운 그룹 APEC전자상거래운 그룹 http://www.export.gov/apececommerce/

index.html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http://www.apec.org/apec.htm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http://www.oecd.org/home

UN전자상거래위원회(UNCITRAL) UNCITRAL http://www.uncitral.org

국제전자상거래연구센터 국제전자상거래연구센터 http://icec.net

GG44BB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시스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http://www.g4b.go.kr

ee--러러닝닝

한국이러닝산업협회 한국이러닝산업협회 http://www.kelia.org

한국생산성본부e-러닝센터 한국생산성본부 http://www.e-kpc.or.kr

한국사이버교육학회 한국사이버교육학회 http://www.kaoce.org

한국이러닝학회 한국이러닝학회 http://www.learning.or.kr

차세대e러닝기반센터 차세대학습기반센터 http://www.kalic.org

(사)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 (사)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 http://www.foecom.org

전전자자무무역역

한국 로벌커머스협회 한국 로벌커머스협회 http://www.gcakorea.org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ktnet.co.kr

GXMLHub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gxmlhub.com

한국무역정보통신공인인증센터(TradeSign)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cTradeworld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ctradeworld.com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e-AMP(e-Aisa Marketplace) 한국전자거래협회 http://www.eamp.co.kr

산산업업지지원원

산업정보망 산업자원부(한전KDN) http://magic.iin.co.kr

중소기업IT화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IT화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it.sbc.or.kr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kcncomon/

index_new/index.asp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전자거래협회 한국전자거래협회 http://www.kcals.or.kr

중소기업IT콜센터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it114.or.kr/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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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SCM 템플릿개발 업종별ERP 템플릿 대한상공회의소 http://it.korcham.net

SCM 종합서비스 대한상공회의소 http://scm.korcham.net/home.asp

B2B네트워크구축지원 한국전자거래협회 한국전자거래협회 http://www.kcals.or.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http://www.itep.re.kr

인력양성 e비즈니스인력양성정보시스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http://www.ebizedu.or.kr

기기타타

산업자원부전자상거래과 산업자원부전자상거래과 http://www.ecommerce.go.kr

e-비즈니스정보센터 한국전자거래진흥원 http://www.kebic.or.kr

e비즈니스솔루션수출지원센터(EAC) 한국전자거래협회 http://www.ebizexport.or.kr

한국커머스넷 한국커머스넷 http://www.commercenet.or.kr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http://www.rootca.or.kr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http://e-commerce.ftc.go.kr

기업정보화지원센터 기업정보화지원센터 http://www.itr.re.kr

e비즈니스솔루션수출지원센터(EAC) 한국전자거래협회 http://www.ebizexport.or.kr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중소기업정보화경 원 http://www.kimi.or.kr

학회 (사)한국전자상거래학회 (사)한국전자상거래학회 http://www.kecra.or.kr

한국전자거래학회 한국전자거래학회 http://www.calsec.or.kr

한국인터넷비즈니스학회 한국인터넷비즈니스학회 http://www.e-biz.or.kr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http://www.koreaec.org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한국인터넷정보학회 http://www.ksii.or.kr

유비쿼터스 IT코리아포럼 유비쿼터스 IT코리아포럼 http://www.ukoreaforum.or.kr

협회/조합 전자상거래연구조합 전자상거래연구조합 http://www.b2b.or.kr

한국전자상거래협동조합 한국전자상거래협동조합 http://www.keco.org

eTrust인증업체협의회 한국전자거래진흥원 http://www.etrust.or.kr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http://www.kinternet.org

한국통합물류컨소시엄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kilc.co.kr

한국공인전자상거래관리사협회 한국공인전자상거래관리사협회 http://www.kcema.org

한국건설CALS협회 한국건설CALS협회 http://www.cals.or.kr

한국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 한국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 http://www.kedma.or.kr

한일EC추진위원회 한일EC추진위원회 http://www.kjec.or.kr

e비즈니스기업인연합회 e비즈니스기업인연합회 http://www.fkeb.or.kr

한국전자지불산업협회 한국전자지불산업협회 http://www.kep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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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 Government E-Commerce http://www.ecommerce.govt.nz

e-Government Unit http://www.e-government.govt.nz

State Services Commission http://www.ssc.govt.nz

말말레레이이시시아아

Department of Statistics http://www.statistics.gov.my

Malaysia e-Commerce Hub http://www.ec.com.my

미미국국

BBBonline http://www.bbbonline.com

Center for Digital Government http://www.centerdigitalgov.com

CIO Council http://www.cio.gov

FIRSTGOV.gov http://www.firstgov.gov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America http://www.itaa.org

International Institute for Internet Industry Benchmarking http://www.iiiib.org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http://www.ntia.doc.gov

U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

US Department of Commerce http://www.commerce.gov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http://www.sbaonline.sba.gov

Shop.org http://shop.org/index.org

eHealth Initiative http://www.ehealthinitiave.org

싱싱가가포포르르

IDA Singapore http://www.ida.gov.sg

“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the Arts” http://www.mica.gov.sg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http://www.mti.gov.sg

Singapore e-Government http://www.egov.gov.sg

Statistics Singapore http://www.singstat.gov.sg

국국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http://www.dti.gov.uk

e-Business Clubs http://www.ebusinessclubs.co.uk

e-Centre http://www.e-centre.org.uk

e-Commerce Innovation Center http://www.ecommerce.ac.uk

e-Government Unit Cabinet Office http://e-government.cabinetoffice.gov.uk

Interforum http://www.interforum.org

National B2B Center http://www.nb2bc.co.uk

National Statistics http://www.statistics.gov.uk

Office of Communications http://www.ofcom.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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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PRO http://www.sitpro.org.uk

TrustUK http://www.trustuk.org.uk

tScheme http://www.tscheme.org.uk

UK Council for Electronic Business http://www.ukceb.org.uk

인인도도

Census of India http://www.censusindia.net

Ministry of Communications & Information Technology http://www.mit.gov.in

The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FICCI) http://www.ficci.com

일일본본

Electronic Commerce Promotion Concil of Japan(ECOM) http://www.ecom.jp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http://www.meti.go.jp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http://www.soumu.go.jp

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Cabinet http://www.kantei.go.jp

Statistics Bureau http://www.stat.go.jp

중중국국

China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Center http://www.ciecc.com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http://www.stats.gov.cn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http://www.mii.gov.추

캐캐나나다다

Electronic Commerce in Canada http://com-e.ic.gc.ca/english/index.html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ca

Connecting Canadians http://www.connect.go.ca

Government of Canada http://www.canada.gc.ca

Industry Canada http://www.ic.gc.ca

eBusiness Connection http://www.e-bc.ca

호호주주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http://www.dcita.gov.au

AUSe.Net http://www.ecommerceadvantage.com.au

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http://www.agimo.gov.au

EEUU

EUROPA http://www.europa.eu.int/

European Association for  E-Business http://www.eema.org

eBusiness Watch http://www.ebusiness-watch.org

eMarket Services http://www.emarketservices.com

European eBusiness Support Network http://www.e-bsn.org

ebusinesslex.net http://www.ebusinesslex.net

elearningeuropa.info http://elearningeurop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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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편찬위원(가나다순)

편집진

이이희희범범 산업자원부장관

김김종종희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김김기기홍홍 부산대학교교수

김김만만택택 산업자원부주무관

김김창창수수 가트너이사

박박 곤곤 삼성물산과장

박박용용삼삼 포스코경 연구소연구위원

서서재재일일 삼성SDS 팀장

이이경경아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이이은은호호 산업자원부과장

장장헌헌범범 산업자원부사무관

전전원원하하 KRG 대표

정정완완용용 경희대학교교수

강강미미 한국전자거래진흥원팀장

박박현현옥옥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연구원

양양정정호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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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e-비즈니스 총론

제1장 e-비즈니스이슈 전전원원하하 KRG 대표

제2장 e-비즈니스전망 이이경경아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제3장 e-비즈니스기술개발및수용동향 서서재재일일 삼성SDS 팀장

제2편 국내 e-비즈니스 현황

제1장 e-비즈니스실태조사와지표

제1절국내기업의 e-비즈니스현황 장장선선희희 한국전자거래진흥원대리

제2절업종별 e-비즈니스인덱스 조조광광현현 메트릭스차장

제3절사이버쇼핑몰BSI 결과 박박현현옥옥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연구원

제2장전자상거래규모와동향 KRG 전전원원하하 대표

제3장온라인서비스산업동향

제1절포털 박박용용삼삼 포스코경 연구소연구위원

제2절온라인게임 〃

제3절온라인관광산업 〃

제4절전자금융 이이상상호호 한국은행조사역

제5절이러닝 차차재재혁혁 한양대컴퓨터공학과교수

심심재재 한국전자거래진흥원팀장

이이광광세세 이러닝산업협회사무국장

제6절이헬스 강강현현구구 한국전자거래진흥원팀장

제4장 e-비즈니스지원산업동향

제1절택배/물류서비스 박박용용삼삼 포스코경 연구소연구위원

제2절공인인증서비스 〃

제3절전자결제대행서비스 〃

제4절전자상거래보증서비스 〃

제5절정보보호서비스 〃

제6절 SI 시장동향 서서재재일일 삼성SDS 팀장

제5장전자무역동향 정정윤윤세세 한국무역협회팀장

문문희희철철 충남대학교교수

제6장정부전자조달현황

제1절조달청전자조달현황 김김지지욱욱 조달청사무관

제2절국방부전자조달현황 김김성성광광 국방부서기관

제7장 e-비즈니스우수사례 김김신신효효 산업정책연구원과장

제3편 해외 e-비즈니스 현황

제1장세계 e비즈니스현황 박박 곤곤 삼성물산과장

제2장각국의 e-비즈니스현황 〃

집필진



제4편 e-비즈니스 기술 동향

제1장 e-비즈니스인프라보급현황 서서재재일일 삼성SDS 팀장

제2장 e-비즈니스관련신기술동향 〃

제5편 e-비즈니스 국제논의 및 법제도

제1장 e-비즈니스관련국제논의동향

제1절WTO 윤윤창창인인 대외경제정책연연구위원

제2절OECD 김김기기홍홍 부산대학교교수

제3절 ASEM 장장헌헌범범 산업자원부사무관

제4절 APEC 〃

제5절 FTA 이이중중구구 한국전자거래진흥원대리

제2장주요이슈별법제도

제1절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도 정정완완용용 경희대학교교수

제2절소비자보호관련법제도 김김성성천천 한국소비자보호원책임연구원

제3절보안관련법제도 주주덕덕규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선임연구원

제4절전자서명인증관련법제도 정정완완용용 경희대학교교수

제5절전자금융거래법제도 손손진진화화 경원대학교교수

제6절지적재산권관련법제도 방방석석호호 홍익대학교교수

제7절조세관련법제도 홍홍범범교교 조세연구원연구위원

제8절전자무역관련법제도 박박노노형형 고려대학교교수

제9절전자정부관련법제도(추가) 박박균균성성 경희대학교교수

제10절 e-러닝산업발전법제정 정정완완용용 경희대학교교수

제11절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

제6편 e-비즈니스 정책

제1장 e-비즈니스정책의기본방향

제1절 e비즈니스정책의추진경과 산업자원부김김정정화화 서기관

제2절 2004년 e-비즈니스주요정책추진실적

제3절 e-비즈니스신정책로드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이경경아아 책임연구원

제2장주요정책이슈

제1절디지털경제로의이행을위한법제도개선 김김정정화화 산업자원부서기관

제2절 e-비즈니스운용기반의확충 박박흥흥석석 산업자원부사무관

이이원원규규 산업자원부주무관

김김성성수수 산업자원부 사무관

김김대대일일 산업자원부사무관

제3절산업의디지털화및전자거래확대 김김대대일일 산업자원부사무관

박박흥흥석석 산업자원부사무관

윤윤종종욱욱 산업자원부 사무관

신신성성주주 산업자원부사무관

제4절 e-비즈니스국제협력강화및해외진출지원 장장헌헌범범 산업자원부사무관

제5절 IT를활용한신산업발전및기업에대한서비스강화 김김대대일일 산업자원부사무관

장장헌헌범범 산업자원부사무관

이이민민 산업자원부사무관

김김성성수수 산업자원부사무관

제3장기타 e-비즈니스관련정책

제1절U-Korea 정책 송송유유종종 정보통신부과장

제2절전자정부관련정책 최최월월하하 행정자치부과장

류류중중빈빈 해양수산부사무관

제3절중소기업정보화관련정책 조조경경원원 중소기업청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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