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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상거래시스템은 다양한 상거래 로세스를 통합 으로 지원하기 한 방향으로 발 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자상거래 로세스를 통합하는 방법에 하여 제안하고 그러한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노력

하 다. 서로 다른 로세스를 통합할 때에는 로세스를 공통의 형식으로 표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로세

스 상호간의 미치는 로세스 (Process Propagation)에 해서도 고려해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논의 

상에서 제외하 다.

ABSTRACT

E-Commerce system now is advancing toward providing integrated trade process supports. This paper proposes an 

approach to integrate various trade processes and discusses the validity of the approach. Process propagation issues, 

which is critical in process integration, has not been treat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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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 으로 자상거래 발 방향은 상거래 방법의 

표 화와 표 화를 지원하기 한 자상거래 시스템

의 개발에 집 되어 있다[10].

B2C 자상거래는 불특정 다수를 상 로 상거래를 

수행해야 함으로 상거래 로세스가 단순, 명료하며 

세계 으로 공통 인 로세스를 지원한다. 구나 시

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속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구나 B2C 자상거래 시스

템에 속하여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B2B 자상거래 시스템의 경우에는 상거래 

주체가 복잡한 상거래 로세스를 요구하는 기업임으

로 인해, 모든 기업을 통합 지원하는 상거래 로세스

를 지원하기가 실질 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 따라

서 일반 으로 B2B 자상거래 시스템의 경우, 상거

래에 필요한 표 화된 행  차를 지원하기 보다는, 

상거래에 필요한 문서의 종류를 표 화하고, 문서의 

작성, 송, 보 , 갱신 등과 같은 문서 리 행  차

를 지원함으로서 기업 내부의 복잡한 상거래 차를 

간 으로 지원하고 있다.

B2C 상거래 차와 B2B 상거래 차를 통합 지원

하는 자상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기 해서, 본 논문

에서는 로세스 통합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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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상거래 환경을 개략 으로 이해하고 자

상거래에 한 연구 황을 알아본다. 3장에서는 통합

하고자 하는 상거래 환경과 자상거래 시스템의 기

능에 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자상거래 시스템

을 디지털카메라 상인화 도소매 사업에 용하여 

시스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5장에서 이 논문의 결론

을 맺는다.

Ⅱ. 련연구

자상거래 연구 방향은 더 많은 불특정 다수의 고

객을 만나기 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B2C 자상

거래 도구 분야와 기업집단 사이에 규모의 거래를 신

속하고 신뢰성 있게 처리하기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B2B 자상거래 임웍 분야로 크게 나

 수 있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B2C 상거래는 불특정 다

수의 소비자를 상 로 하기 때문에 일반 으로 상거

래 방식이 모든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틀로 정

형화되어 있다. 를들어 개인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옥션, Gmarket 등과 같은 B2C 자상거래 시스템에

서는 상품검색, 비교, 장바구니담기, 결재 등의 행  

주 상거래 로세스를 공통으로 지원하는데 이러한 

상거래 로세스는 세계 으로 공통되어 있기 때문이

다. 

B2B 연구는 오 라인 상에서 멤버 집단 내 상거래 

활동의 표 화를 정하고 표 화를 확  용하는 연

구와 그 표 화된 상거래 방법을 지원하는 자상거

래 임웍을 개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1]. 

오 라인 상에서 상거래 표 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범 를 차 넓 가면서 해당 기업집단에 알맞는 국

제 인 상거래 임웍을 개발하려는 로제타넷[1]의 

경우가 가장 표 인 B2B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EDI를 발 시킨 XML/EDI[2], ebXML[3], 

cXML[4], BizTalk[5], UDDI[6]등의 상거래 임웍

들에 한 연구도 매우 활성화 되어있다. 그러나 체

으로 래임웍의 발 은 오 라인 상에서 기업집단

의 상거래 표 화 발 을 제로 하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분석하여 보

면 본  기업과 랜차이즈 기업 사이에 자화된 방

법을 이용하여 상거래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2]. 차이즈 사업은 폐쇄성이 유지

되면서도 거래방식이 정형화되어 있어 B2C와 B2B 상

거래 차가 통합 운용 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월마트나 이마트와 같은 형 소매 을 주축으로 한 

상거래 환경의 경우 입고에서부터 매까지 상거래의 

과정이 으로 컴퓨터에 의존한다. 이 환경에서 

자상거래 시스템은 B2B와 B2C를 통합 으로 지원

하고 있는데 통합지원이 가능한 이유는 형소매 이 

주축이 되어 B2B와 B2C 상거래 차를 정형화하 기 

때문이다.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EDI는 거래에 

필요한 문서를 자 으로 교환해 으로서 거래를 

지원한다[7]. 국가간 무역거래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거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복합 이기 때문에 거

래형식이 유동 으로 변동한다. 따라서 무역거래 차

를 하나의 로세스로서 정형화하여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결국 문서의 교환을 통하여 거래를 지

원하는 것이 최선의 자상거래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 상거래와 련된 모든 기능들을 

일 되고 통일된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 완벽한 모델

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상거래 기능들을 통합

하는 방법을 보여 으로서 여러가지 형태의 복합 상

거래 환경이 자 으로 지원 가능하고 실용 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Ⅲ. B2B, B2C 통합 자상거래 모델

도소매  사이에는 기업이 상호 독립 이면서도 상

거래를 통하여 서로 연 되는 계가 있다. 다시 말하

여 기업의 재고, 매출 등의 정보내역은 배타 으로 

리되지만 기업의 기업 활동 결과는 연 된 기업에 직

간 으로 향을 다. 하나의 상거래가 독립 이면

서도 연속 으로  다른 상거래를 유발시키는 상

은 기업집단 내 상거래가 서로 의존 이며 서로 연결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소매  기업집단을 

한 상거래 자화는 각 기업별 데이터를 독립 으

로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연속  

(Propagation)을 실 하는 로세스를 자 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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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능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집단 내 상거래

가 물류와 자 의 흐름을 한 일련의 연속된 엑티비

티들이 이루는 로세스라고 보고 그 로세스를 기

반으로 상거래 로세스를 모델링 한다. 

1. 도매  기능 분석 

도매 은 소매  자체를 고객으로 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소매 들과의 거래를 한 리해야 한다. 

거래 리는 소매 으로부터 상품주문과 결재, 소매

으로 상품 발송 등 도소매  사이에 발생하는 제반 

거래 행 를 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도소매  

사이의 거래는 B2C에 비하여 거래 방식이 복잡하고 

거래 차가 유동 이며 기업집단마다 다른 상거래 특

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도소매 거래 환경에 

알맞은 산시스템을 찾기가 쉽지 않아, 아직도 많은 

도매기업이 수작업으로 거래 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다. 를들어 하나의 거래가 반드시 주문, 배송, 결재

의 일반  차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문, 

배송, 주문, 배송, 결재로 이어지기도 하고, 주문, 결재, 

배송의 순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 거래마다 그 순서가 유동 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동성은 집단을 구성하는 기업의 수, 매하

는 제품의 수, 배송방식  결재 방식의 다양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도소매  사이의 상거래를 

자 으로 지원하기 해서는 상거래 로세스가 먼  

정의되어 져야 한다.

2. 소매  기능 분석 

소매 에서는 고객 리뿐만 아니라, 물품 재고 리, 

매 리, 도매 과 소매  사이의 유통 리 등의 거

래 업무를 수행한다. 소매 거래 기능들은 일반 으로 

단순하고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가 용이 할 

뿐만 아니라 산화를 통하여 최 의 효과를 보고 있

다. 

그러나 도소매  사이의 기업 간 거래는 바로 상거

래 업무 자체를 수행하는 것 보다 상거래 문서의 생

성  송, 수신  해독과 련된 업무처리 쪽에 더 

많은 비 이 실려 있다. 다시 말하여 도소매  사이의 

상거래 로세스는 단순히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

보다도, 발주, 입고, 결재 등의 거래 행 에 동반된 문

서처리 업무가 주가 된다. 따라서 소매  업무는 B2C

와 B2B 기능을 모두 통합하고 있다.

3. 통합 모델링 근방법

도소매  통합 상거래 환경을 모델링하기 해 가장 

먼  해야 할 일은 로세스를 단일화된 통합형식으

로 표 하는 일이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소매 

상거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 로 하는 만큼 거

래 차가 정형화되어 있지만, 도소매  사이의 상거래

는 발주, 수주, 결재, 배송, 수신등과 같은 여러가지 

문서 작성과 처리 행 를 통하여 상거래가 구체화되

고 실 된다. 이와 같이 B2C와 B2B는 환경자체가 서

로 다르다. 통합을 실 하기 해서는 다음 3가지 방

법을 제안한다.

(1) B2B 상거래 로세스를 B2C에서 상거래 로세

스 형식으로 바꾸어 표 함으로서 B2C와 B2B 로세

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표 한다.

(2) B2C 상거래 로세스를 B2B 상거래 로세스 

형식으로 바꾸어 표 함으로서 B2C와 B2B를 동일한 

형식으로 표 한다.

(3) B2C와 B2B의 공통 속성을 찾아 한가지 방식으

로 통합된 로세스를 표 한다.

다음으로는 각 상거래 환경의 독립성을 유지해주는 

것이다. 도매 이나 소매  모두 각자 상거래 주체로

서 거래의 실행  문서의 리를 독자 으로 수행한

다. 다시 말하면 각 상거래 주체마다 독자 으로 웹사

이트를 보유하고 상거래를 운 하며 독립 으로 데이

터를 리한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웹사이트는 거래의 

연차  을 하기 한 상호 연 계를 가지

고 있어서 어느 한 웹사이트의 상거래 행 는 다른 

웹사이트에 상거래 행 를 유발 시키게 된다.

Ⅳ. 모델 용 사례

본 논문에서 제안된 자상거래 모델링 방법의 가능

성을 확인하기 하여 최근 심을 끌고 있는 디지털 

사진 상사업을 본 모델에 용하 다. 디지탈카메라

(이하 “디카”라 함) 상사업은 디카 상기를 가지고 

있는 상소와 필름수집소, 구형 사진 , 디카 동아리

처럼 디지털 사진 자료를 수거하고 보 은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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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할 수 없어서 상소에 의뢰를 해야 하는 사업

자의 사이에 도소매  계를 형성한다. 디카 상업 

분야는 자상거래가 가장 쉽게 용될 수 있는 분야

로 실제로 많은 상소가 온라인상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에서는 그러한 디카 

자료 수집 사업자들과 디카 상기를 기반으로 사업

을 확장하고자 하는 상소 사업자들을 하여 디카 

사진인화 도소매  자상거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을 용하 다. 

고객은 수집소 사업자 웹사이트에 속하여 디지털 

데이타를 업로드하고 상 비용을 지불하면 상하여 

사진을 보내 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집소

에 업로드한 사진은 수집소가 받아 상소 웹사이트

에 다시 업로드하고 고객이 수집소(소매 )에 지불한 

은 수집소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을 

상소(도매 )에 다시 지불한다. 이와 같은 거래처리 

차의 흐름이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그림 1. 고객 사진 업로드 화면
Fig. 1 Customer photograph upload display 

그림 1을 통한 사진 업로드  지불 행 는 발

주  지불을 한 상거래 문서의 작성 행 로 해석

될 수 있으며 그 순서가 고객 임의에 의하여 결정된

다. 업로드와 지불이 완료되면 산시스템은 자동으로 

그림 2를 통하여 수집소(소매업자)에게 새로운 거래 

자료가 도착했음을 알리게 되고 수집소는 그 내용을 

악하여 그 거래와 연 된 새로운 도매 거래를 시작

하게 된다. 소매사업자의 이러한 상거래 행 는 문서

의 수신  해석, 새로운 문서의 작성을 통하여 상거

래 로세스를 실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소매 별 마스터 화면
Fig. 2 Master Display 

 그림 2는 소매사업자의 이러한 상거래 행 를 지원

하기 하여 구 되었다. 소매업자가 발주 자료를 완

료하고 도매업자 웹사이트에 발주 자료를 송하면 

도매업자는 그림 3를 통하여 새로운 거래가 수되었

음을 알게 된다.

도매 에서는 웹시스템을 통하여 수된 사진을 

상, 인화하여 최  고객에게 소매사업자 명의로 발송

한다. 이때 수, 상, 인화, 배송요청 등 일련의 과

정이 산시스템의 지원을 받아 도매  담당자에 의

하여 처리된다. 

결국 사진자료 수에서부터 고객에게 사진이 배달 

될 때까지의 체 흐름 과정이 소매 , 도매 , 배송

사 웹시스템의 지원을 받아 일 되게 처리된다. 웹시

스템은 문서의 흐름 순서가 정해진 소매 , 도매 , 

배송사 사이의 문서 흐름에 따른 상거래 차를 자동

으로 지원하고 각 기업별 웹사이트에서는 사업자 임

의 로 문서처리 행 의 순서를 결정하여 처리한다. 

본 사례는 이와 같은 문서 흐름기반 자상거래 방식

이 도소매  사이의 거래에 효과 으로 용될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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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매  마스터 주문 리 화면
Fig. 3 Mater Order Management Display 

V. 컴퓨터 시뮬 이션

일반 으로 자상거래 연구는 오 라인 상에서 규

격화된 상거래 환경을 정의하고 그 방향으로 상거래 

커뮤니티를 유도하는 분야와 규격화된 자상거래 환

경을 지원하는 자상거래 도구  래임웍을 개발

하는 분야에 집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 로 개방형 상거래

를 해야하는 B2C 상거래 환경과 폐쇄된 기업집단 내

에서 상거래를 수행하는 B2B 상거래 환경을 통합

을 지원하기 하여 로세스 통합방법을 제안하 다. 

다시 말하면 통합 로세스를 모델링하여 서로 다른 

상거래 환경을 통합하는 기반으로 사용하 다. 

본 연구는 아직 진행 과정 에 있다. 과제를 진행

하는 도 에 도출된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요

한 문제는 B2B 상거래 개념에 더 많은 이해를 필요

로 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보다 발 인 연구를 

해서는 자상거래의 개념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상거래의 체계화  상거래 기술의 구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망의 역화에 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

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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