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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Internet has been spread widely and rapidly in Korea since mid 1990s, the 
growth of electronic commerce was expected to be so at first. It was generally 
believed that the Internet and electronic commerce would increase the market 
efficiency and decrease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Electronic commerce seemed to 
replace the traditional market by lowering price and creating consumer-driven market.

The actual situation of market, however, is not. The fact-finding research tells the 
different result that the amount of B2C electronic commerce in Korea is very small 
contrary to expectations. This study is for the analysis of low growth of B2C 
electronic commerce in Korea, and to fin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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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1990 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는 인터넷이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그리고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이를 이용한 전자상 

거래 역시 빠르게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었 

다.

전자상거래는 좁은 의미로는，전통적인 

시장 거래 대신,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팔고 사는 행위，, 또는 넓은 의미로 

는，기업들 간의 모든 거래 절차의 전자적 

실행，으로 정의될 수 있다［5］.
전자상거래에는 크게 B2B, B2C, 그리고 

B2G의 세 부분이 있다. B2B는 Business to 
Business, 즉 기업간 거래를 뜻하고, B2C는 

Business to Consumer로서 소매부분을 뜻한다. 

B2B와 B2C가 민간부분을 뜻하는 것과 달 

리, B2G는 Business to Government로서 정부 

부분 거래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실물시장에서 행해지는 거래와 

달리, 전자상거래는 아래와 같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1］.
(1) 물리적 상점 불필요

(2) 쉬운 시장 진입

(3) 언제 어디서나 판매 가능

(4) 고객 정보를 이용한 효과적인 마케팅

(5) 고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웅

위와 같은 장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터 

넷과 전자상거래는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 결과적으로 가격 

을 낮추고, 소비자 주도형 시장을 탄생시킴 

으로써, 전통적인 실물시장을 대체할 것으 

로 기대되었다卩］.

*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래 당사자간의 정보 

의 불균형을 뜻하는 것으로, 이로인해 구매하지 

말아야할 상품을 구매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 

생 한다.

그러나,〈표 1>과〈표 2>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자상거래 자체의 성장속도는 매 

우 빨랐지만, 전자상거래가 실제 소매거래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대와 달리 아주 미 

미하였다〈표 3>.

〈표 1> 한국 인터넷괴저자상거래 전망［8］

연도

인터넷 

이용자 

(벅만

전자상거

래 이용자

(백만)

전자상거

래 이용자

비중 (%)

전자상거

래 규모

($ 벅만)

1998 1.75 0.17 9.7 56.5

1999 3.31 0.58 17.5 244

2000 5.03 1.39 27.6 913.3

2001 7.02 2.36 33.6 2495

2002 8.15 3.16 38.8 5184

〈표 2> 세계 전지卜상거래 시장 전망［8］
연도 B2C B2B 계

1998 9.5 28.1 37.6
1999 30.1 75.6 105.7
2000 48.6 184.9 233.5
2001 77.7 366.2 443.9
2002 120.8 648.3 769.1

+ 본 연구는 B2C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후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전자상거래，는 ,B2C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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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01년에 조차, 전체 소매 매출액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0.7%에 불과했다.

〈표 3> 소매매출액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 [⑹

Country

Total
Sales

Amount
（$ 십억）

EC Amount
（$ 십억）

EC Ratio
（%）

Korea 813 5.6 0.7
Japan 8,998 31.9 0.4
U.S. 18,598 488.7 2.6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B2C 전자상거 

래의 저성장 원인을 밝히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가격,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비용, 정부의 정책, 

법률, 그리고 기타 요인을 전자상거래가 활 

성화 되어있는 미국의 자료와 비교분석한다.

1.2 관련 연구

그동안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특정 분야나 특 

정 기업의 전자상거래 성장은 매우 빨랐기 

때문에, 한국 B2C 전자상거래의 저성장 문 

제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드물다. 실중 연구가 부족한 탓 

에, 실물시장에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거래 

를 선호하는，아시아의 문화적인 요인，때 

문에 전자상거래보다 실물시장 구매를 선호 

한다는 오해까지 나타난다.

김재윤[4), 유동근[2], 그리고 이동원[3] 등 

이 한국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가격, 비 

용, 위험인식 그리고 소비자의 만족도 등의 

문제를 연구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는 소 

비자를 실물시장으로부터 전자상거래로 유 

인할만큼, 비용과 가격을 충분히 낮추는데 

실패했고, 소비자는 전자상거래의 사용을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요인들이 결국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저 

해한 것이다.

2. 한국 B2C 전자상거래 저성장 요인

2.1 가격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는 가격을 낮출 것 

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결 

과는 다르다. 김재윤의 연구에 따르면, 중고 

차 경매시장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 

격이 전통적인 중고차 매매시장의 가격보다 

1.5 배 내지 2배 가량 높았다. 전자상거 래가 

실제 시장보다 가격을 낮추지 못했으며, 일 

부 상품의 가격은 오히려 실물 시장에서보 

다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4].
가격이 낮은 경우라고 해도, 현재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가격 인하 

폭은 적게는 5-10%, 대부분 10~20%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하폭은 곧 배송료에 의해 

5 보통 실물시장에서 정찰가격으로 판매되는 상 

품의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할 

인폭은 10% 안팎이고, 20~30%의 높은 할인폭 
을 제시하는 상품들은 실물시장에서도 정찰가격 

이 적용되지 않고, 비슷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 
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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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되고, 또 통신비까지 추가되므로, 실제 

구매비가 인하된 것은 아니다.

인터넷 서점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도서 

를 취급하는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교보, 와우북, 예스24, 알라딘 모두가 

2,000원의 배송료를 받고 있으며, 구매금액 

이 40,000원 이상일 경우만 배송료를 면제 

해준다.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일정 금액 이 

상을 구매하지 않고, 구매하는 책의 할인액이 

2»000원을 넘지 않으면, 오히려 비싼 값에 사 

게 된다. 다른 분야의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대부분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에서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현상은 전자상거래의 도입이 소비자뿐 

만 아니라 판매자의 지위도 함께 향상시켰 

기 때문이다[4].

2.2 비용

시장을 통한 모든 경제 활동은 비용을 필 

요로 한다. 이러한 비용에는 회계상의 비응 

처럼 명시적인 비용도 있지만, 기회비용과 

같은 잠재비용도 포함된다. 거래에 수반되 

는 모든 비용을 거래비용이라 하며, 동일한 

경제주체, 동일한 상품일지라도, 거래 상황 

에 따라 거래 비용은 다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특정 상품을 실물시장에서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네트워크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할 것인지 여부는 그 재화의 판매 

가격과 거래비용을 합한 총비용이 어느 쪽 

이 적은 가에 따라 결정된다.

실물시장거래와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개인 소비자의 거래비용에는 시간비용, 주 

문비용, 이동비용, 그리고 거래실패와 같은 

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이 있다. 

실물시장거래는 시간비용이 가장 크지만, 

전자상거래는 위험에 따른 비용이 가장 크 

고, 배송비용과 통신비용이 추가로 필요하 

다. 따라서 어떤 특정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소비자가 최우선 고려하는 것은 해 

당 상품의 판매 가격이지만, 실제로는 위의 

모든 비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실물시장거래와 전자상거래 

비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거래 유형에 따른 비용

구분 비용

실물시장거 

래

상품의 판매가격 

이동비용（교통비용） 

시간비용

전자상거래

상품의 판매가격

운송비 용

통신비 용

위험"

2.2.1 실물시장거래 - 시간비용

대부분 개인 소비자의 상품 구매는 일과 

후 혹은 주말에 이루어 진다. 이러한 구매 

에서 상품의 가격이나, 상점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이동비용은 곧바로 지출액을 확 

인할 수 있으나, 상품의 구매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비용도 고려해야만 한다.

노동자 1인의 단위 시간의 가치는 그가 

동일한 시간동안 생산할 수 있는 가치와 동 

일하므로, ，개인 소비자 1인이 상품구매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위험에 •의한 기회비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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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비 용 ”, GDP per Capita 
연간총근로시간

따라서 2000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 

소비자 1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연 

간총근로시간, 시간비용, 전자상거래 1회 

평균 구매 금액과 1회 평균 구매금액에 대 

한 시간비용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 한국과 미국 소비자의 시간비용[15,16]
한국 미국

GDP per capita $9,628 $35,802
연간총근로시간 2865.2 시간

(55.1 시간x52주)

2186.4 시간

(42.4 시간 x52 주)

시간비용⑴ $ 3.36 $ 16.51
평균구매액 (2) $ 42.45 $ 75
(1)누(2)x100 7.92% 22%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소비자의 

시간비용이 미국 소비자의 시간비용보다 낮 

음을 알 수 있다. 만일 미국 소비자가 75달 

러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1시간을 소비 

했다면, 그는 16.51 달러의 시간비용도 함께 

지불한 것이므로, 총비용은 91.51 달러에 이 

른다. 이 경우 시간비용은 전자상거래 1회 

평균 구매금액 75달러의 22%에 달하는 매 

우 큰 비용이다. 이와 달리 한국 소비자는 

시간당 3.36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며, 이는 

전자상거래 1회 평균 구매금액 42.45달러 

의 7.92%에 지나지 않는다. 즉 미국 소비 

자의 시간비용은 한국 소비자의 2.8배에 달 

한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시장 실거래 대신, 네트워크상에서 전 

자상거래를 이용하게 된다.

2.2.2 전자상거래 - 통신비용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려면 통신사용을 전 

제로 해야 하며, 당연히 통신비용도 지불해 

야 한다. 20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할 때, 양 

국간의 인터넷 접속 비용은 한국 22.45달러, 

미국 30.05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통신비용의 경우, 절대 금액으로는 미국의 

접속 비용이 더 높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 

(GDP per capita)에서 차지하는 통신비용 

비중을 살펴보면, 반대가 된다. 즉 한국은 

20시간 기준 인터넷 접속비용이 월간 1인당 

국내총생산의 2.8%이지만, 미국은 1%에 지 

나지 않는다. 즉 1인당 국내총생산을 기준으 

로 볼 때, 한국의 인터넷 접속비용은 미국의 

2.8배에 달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인 

터넷 접속 비용은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아래 표는 한 

국과 미국의 인터넷 접속 비용과 1인당 국 

내총생산 대비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표 6> 한국과 미국의 인터넷 접속 비용[12]
국가 한국 미국

전화요금 $ 13.96 $ 10.1
ISP 요금 $ 8.49 $ 19.95
총액 $ 22.45 $ 30.05

1 인당 GDP $ 9,628 $ 35,802
월간 1인당 GDP $ 802.3 $ 2,983.5
월간 소득 대비 

인터넷 접속비 

용 비중

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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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전자상거래 - 위험

거래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수반된 

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 

은 경우는 더욱 위험 수준이 높다. 불확실 

성에 따른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소비자 

는 거래를 회피하고 다른 수단을 찾게 된다.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서 기 

인하는 위험은 상품의 위험과 거래의 위험, 

2가지가 존재한다. 상품에 대한 위험은 상 

품올 직접 확인하는 대신 화면에서 영상, 

음성, 혹은 텍스트만으로 상품정보를 획득 

하는 데서 발생한다. 또 거래의 위험은 지 

불이나 인증, 또는 부인방지가 제대로 이루 

어 지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발생 

한다. 만일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이나 서 

비스를 구매했을 때,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 

면, 소비자의 손실은 상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불한 대금과 더불어, 전자상 

거래 대신 다른 수단을 선택했올 때 얻어지 

는 기회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하므로 손실 

은 더욱 커진다[6].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 

구자가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동원의 통 

계적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비해서 한국 

소비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를 통해 구매할 때, 기능 손실, 시간 손실, 

물리적 위험, 기회 비용 둥 여러 영역에 걸 

쳐 위험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거래 자체에 대해서도 접속성, 연결 속도, 

프라이버시(Privacy), 부인방지, 인증 둥에 

많은 영역에 걸쳐 위험수준을 매우 높게 인 

식하고 있었다. 이동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 

국과 미국의 소비자들이 느끼는 위험 수준 

은 다음 표와 같다[3].

〈표 7> 한국과 미국의 소H 자의 위험인식

항목 한국 미국 평균

(1)

기능 손실 4.28 3.28 3.77
시간 손실 4.86 4.66 4.76
경제적 손실 4.28 4.91 4.60
물리적 손실 4.33 3.00「 3.65
기회비용 4.77 3.66 3.66

(2)

접근성 3.70 1.97 2.82
접속속도 4.31 3.54 3.92
Privacy 5.28 4.97 5.12
부인 방지 4.80 3.82 4.30

인중 4.66 3.67 4.15

(3)

탐색 용이성 4.19 5.07 4.64
제품 다양성 4.33 5.58 4.97
충분한 정보 4.31 5.04 4.69
주문 용이성 5.28 6.19 5.75
낮은 구매비 4.84 5.39 5.12

(1)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위

(2) 거래에 대한 위험 인식

(3) 편리성에 대한 인식

험 인식

2.2.4 실물시장거래 - 교통비용

동일한 재화를，가，상점에서 10,000원에 

팔고,，나，상점에서 11,000원에 판다고 하 

자. 그러면 소비자들은 누구나，가，상점에 

서 물건을 살 것이다. 그러나，가，상점까지 

이동하는 비용과，나，상점까지 이동하는 

비용의 차이가 상점，가，와，나，사이의 재 

화의 가격차이보다 크다면,(즉，가까지 이 

동하는 비용이 气?까지 이동하는 비용보다 

1,000원 이상 더 든다면) 소비자들은，나， 

상점을 택할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러 

한 가정과는 달리 시간에 대한 비용, 상품 

을 탐색하는 비용, 정보 획득에 필요한 비 

용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모든 조건이 같거나 미 

미하다면, 이러한 이동비용은 거래비용에서 

시간비용 다음으로 고려할 요소이다.



한국 B2C 전자상거래의 저성장 요인 연구 165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지하철의 평균요금이 800원이고,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1300원인데 비해, 미 

국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의 요금이 1800원,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00원 정도이다.

유류가격만을 볼 때, 대다수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미국인들의 경우 실물시장을 이용 

하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경우 이동거리와 시간 

이 매우 길기 때문에, 실물시장의 이용이 

쉽지 않다.

서울의 경우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이 1 
시간 56분인데, 미국 대도시 거주자들은 매 

일 출퇴근에 3시간 가까이 소비하는 실정 

이다. 또 쇼핑몰이나 상점들이 흔한 한국과 

달리, 미국의 대도시는 시내 중심가 외에는 

상점조차 거의 사라져, 고속도로 변의 먼 

쇼핑몰이나 대형 할인점에서 물건을 구입해 

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개인 소비자 

가 일반적인 재화를 구매하려면 전자상거래 

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대중교통 요금이나 유류가격만을 볼 때, 

미국의 소비자들이 실물시장을 선호하고 한 

국의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선호할 것 

같지만, 미국의 경우 이동거리와 시간이 지 

나치게 길고, 또 대중교통 수단이 거의 전 

무한데 비해서, 한국은 반대로 이동거리와 

시간이 짧고,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데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기 때문 

에 실물시장을 선호한다.

즉, 실물시장과 전자상거래의 선택은 이 

동비용보다는 시간비용과 통신비용, 그리고 

거래에 대한 위험 인식 수준에 더 크게 영 

향 받는다고 볼 수 있다.

2.3 정부 - 정책과 법률

2.3.1 법률

B2B와 달리 B2C 전자상거 래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지원 정책이나 법률이 마련 

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상황은 그 반대이 

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이 아직도 

많으며, 인터넷 쇼핑 몰은 여전히，방문판 

매 등에 관한 법률，어】 따라 규제를 받고 있 

는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 경매와 같은 

C2C (Customer-to-Customer)-®- 다루는 

부분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경매 업체들은 문 

제가 발생할 때 마다 하나하나 중재를 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나 반품 등이 명확히 정 

의되지 않아서, 경매 사이트 이용자들의 피 

해가 많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 비밀번호 중 

앞의 두자리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중 뒤의 

7자리 번호를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카드 

사고가 발생하면 인터넷 쇼핑 몰이 모든 책 

임을 떠 안는다. 인터넷 쇼핑 몰의 경우 개 

인정보 유출문제로 인해 전체 정보를 요구 

하기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온라인 거래에 

서 이루어지는 카드결제의 특수성을 인정하 

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법률로 인해 신기술 

이나 그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해도 뒷받침할 법률이 없어서 사장된다 

는 점이다. 이메일 결제업체인 페이레터 

(Pay-Letter)의 경우 법률상 은행업에 해 

당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2000년까지도 인터넷 데이터 센터 

(Internet Data Center)가 산업시설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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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세제혜택 

을 거의 받지 못했던 사례가 그 예이다.

현재 법개정이 요구되는 항목은 크게 전 

자거래 일반, 전자서명과 인증, 전자결제, 

지적재산권,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세 

제지원, 공공조달 등 8개 분야이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은 다음 표와 같다.

〈표 8>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현황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현황

분야 법령 또는 지침（관련부처）

전자상거래 

일반

전자거래기본법 （산자부）

인프라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통부）

표준화

산업표준화법 （산자부） 

국가표준기본법 （산자부） 

정보화촉진기본법 （정통부）

기술개발
산업발전법 （산자부） 

정보화촉진기본법 （정통부）

전자서 명인 

중 및 안전

전자서 명법

정 보통신 기 반보호법 （정 통부）

전자화폐 둥 

전자결제

어음법

수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모두 재경부）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법 （재경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범률（공정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 

정위）

정보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잔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통부）

지적재산권 

보호

저작권법 （문화부）

특허법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특허청）

상표법 （특허청）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정통부）

공공부문 전 

자조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법 （재경부）

전자무역

대외 무역법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자부）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재경부）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2개 관련 분야, 

6개 관련부처, 27가지 관련 법령이 복잡하게 

엉켜있어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법령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 나타나는 문 

제점들을 해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법령과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 

에서, 전자상거래가 도입되어 시행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런 문제점들은 

소비자를 전자상거래로 흡수하지 못하는 결 

과를 낳고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홍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 

내 인터넷 쇼핑몰 중에서 정부의 인증을 받 

은 곳은 10%도 되지 않는다.〈표 9>은 소 

비자보호원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전자상 

거래 규정 준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 

현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을 보여준다.

〈표 9> 국내인터넷쇼핑몰 전자상거래규정 준수 현황

항목 개수시율

영업신고 필중, 영업관련 자격 

고시 없음

166(187) / 89%

약관 없음 53(187) / 28%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채택 안함

64(187) / 48%

개인정보 과다 요구 123(152)/81%
청약 취소 방법 및 기한 공지 114(152)/61%
반품 및 환불 조건 공지 109(152) / 58%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적용 사실 

고시

59(152)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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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정부 정책

기업의 필요에 의해 민간부분의 주도로 

성장한 미국의 전자상거래와 달리, 한국은 

정부의 주도로 전자상거래의 성장이 이루어 

져 왔다. 한국의 경우, B2B 전자상거래 확 

대를 위해 정부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업체간 협력문화 조성하고 이를 통해, 9개 

업종（전자, 자동차, 조선, 중공업, 철강, 유 

통, 섬유, 전력, 생물 등）에 대한 B2B E- 
Marketplace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13].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B2B를 통해 상당 

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기업들이 

IMF 이후 비용절감을 위해 B2B 전자상거 

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삼성전관의 

경우 인터넷 구매시스템을 개통하고 3개월 

만에 74억원의 구매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 

었으며, 이는 구축당시 기대했던 것보다 훨 

씬 더 큰 비용절감 효과였다. 삼성전관의 

경우 1천 여 개의 구매 품목 중 97%에 해 

당하는 924개 품목을 공개하고, 품목에 대 

한 정보, 그리고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했다. 이들 중 260여 품목을 실 

제 공개입찰을 통해 구매하였다. 또한 이러 

한 노력은 업무형태까지 바꾸어, 업체 발굴 

에 걸리는 시간 감소, 전화, 팩스 등 전통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용 감소, 그리고 공개 

입찰을 통한 구매 투명성 확보, 구매선 다 

원화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B2B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전자 

상거래 정책과 비용절감 효과는 기업으로 

하여금 판매나 성장세가 불투명한 B2C보 

다는 B2B 전자상거래를 더 적극적으로 수 

용하도록 했다.

2.4 기타 요인

법령과 정책의 미비는 필연적으로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지위를 약화시켰 

고, 소비자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한국소 

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68%만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이중 42.3%는 신용카드 이용 시 현 

금과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 결제방법 

에 따라 차별적 가격을 표시하거나, 결제과 

정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추가부담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물품에 대하여 현금결제 

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 

보호원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의 구매 

비용을,증가시켜, 소비자가 B2C 전자상거 

래 시장에 대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한국 경제는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이전되는 과정에 있고 더욱이 구경제가 압 

도적인 상황이므로, 채널간의 갈등은 필연 

적이다. 장기적으론 해소되어 미국처럼 발 

전할 것이지만, 아직은 원활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라는 제조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새로운 채널은 필연적으로 

기존 상거래 채널과 갈등을 빚게 된다. 한 

국의 경우 자동차 판매, 가전 대리점, 중소 

유통업체 등에서 특히 갈등이 두드러지는데, 

아직 한국 소매시장에서는 유통 채널 갈등 

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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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한 

국의 B2C 전자상거래가 초기의 예상과 달 

리 실제 소매매출액에서 매우 적은 비중밖 

에 차지하지 못하는 저성장의 원인이 기대 

만큼 낮아지지 않은 가격, 구매에 수반되는 

높은 비용,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률, 

B2C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의 미비 등의 

문제에서 비롯됨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로 

부터, 한국 B2C 전자상거래의 저성장 원인 

올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3.1 저성장 요인

첫째, 전자상거래의 도입이 소비자를 실 

물시장으로부터 전자상거래로 유인할 만큼 

충분히 가격을 낮주고 비용올 줄이는데 실 

패했다.

B2C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 

격은 예상과 달리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었다. 또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에 수반되는 비용도 높았다. 한국과 달 

리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를 

비교해볼 때, 실물시장 거래에서 한국 소비 

자의 거래비용이 미국 소비자의 거래 비용 

보다 낮은 반면, 전자상거래에서 한국 소비 

자의 거래비용은 높았다. 한국 소비자의 경 

우, 실물시장 거래에 필요한 이동비용과 시 

간비용은 낮지만,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통신비용이 높고, 운송비용으로 인해 가격 

인하폭이 상쇄되기 쉽고, 또 거래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 

은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저해한다.

둘째, 관련 법률과 정책 미비

기업이나 개인 소비자 같은 민간부분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성장한 미국 전자 

상거래와 달리, 한국은 기업과 정부의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 주도하에 각종 정책과 지 

원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B2B와 B2G가 주 

된 대상으로 성장하였다. 더욱이 관련 법령 

과 정책이 여러 부처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으나, 이를 정비하지 못했고, 관련 법령 

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또는 신기술 

을 적용한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도 사 

장되기까지 하였다.

셋째, 시장에서 소비자의 지위

법령과 정책의 미비로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고,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서 소비자의 지위 약화와 소비 위축으로 귀 

결되었다. 이런 경우 재귀의 원칙”이 설명 

하듯, 시장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갖는 소 

비자가 B2C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해 소극 

적일 수 밖에 없다.

넷째, 채널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의 도입으로 인한 채널간의 갈 

둥은 필연적이다. 장기적으론 해소되어 새 

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겠지만, 아직은 원활 

한 해결올 하지 못하고 있다.

” Reflexive Principal,，시장에서 무엇이 일어 

날 것인가는 관찰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 

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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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활성화 방안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에 

서 B2C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에서 상품 구매에 수반되는 비용 

을 낮추고, 둘째,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정비 

하여, 업체의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부양하 

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B2C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용 요소 중에서 판매가격은 판매 당사 

자가 아닌, 외부에서 임의 통제가 불가능하 

고, 이동비용은 물리적 제한으로 해결이 어 

렵다. 따라서 위험에 따른 비용과 탐색과 

주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켜 시장 실 

거래보다 B2C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할 

때 총비용이 적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과 법제 

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위험을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통신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부 정책 

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이 급속한 성장을 이룬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5].

(1) 신용사회

(2) 통신판매 마케팅 발달

(3) 사기 행위 엄중 처벌

(4) 배달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5) PC와 고속통신 보급

(6)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적은 비

용의 enabling service 가능

(7) 금융시장 발달로 신속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8) 오랫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온 구조조 

정과 리엔지니어링 등 기업경영혁신

이러한 요소들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다음과 같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표 10> 전자상거래 활성화 요인과 영향

배경 요소 전자상거래 활성화 영향 수혜자

신용 사회 위험비용 감소
소비자, 

기업

통신판매 

마케팅 발달

소비자 편의 중대, 탐색 

비용 감소
소비자

사기 행위

엄중 처벌
위험 비용 감소

소비자, 

기업

배달을 위한 

물리적 인프 

라

운송비용, 시간비용 감 

소
소비자

PC와 고속통 

신 보급

접근성 확보, 탐색주문 

비용 감소
소비자

저비용

Service
운영비용 감소 기업

신속한 기술 

개발 및 사업 

화

사업 및 이익 창출 기회 

중대
기업

꾸준한 기업 

경영혁신

사업 전환 용이, 수익성 

개선
기업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상거래 확산은 

비용감소와 신용에 의한 낮은 거래 위험, 

그리고 기업 내부의 혁신에서 기인한다. 따 

라서 급속한 인터넷의 성장과 달리, 전체 

소매매출에서 미미한 비중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B2C 전자상거래의 증진을 위해서는 

비용, 신용, 그리고 기업혁신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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