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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자상거래 규모가 시간이 지날 수록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그 활용영역 이 광범위해지고 보편화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회의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4년제 대학의 전자상거래학과에 적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제안한다. 컴퓨터학, 경영학 그리고 산업공학 등 다양한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전자상 

거래학의 교과과정을 제안하기 위해 현재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개설된 학과를 분석하고 전자상거래학의 

새로운 학문적 분류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제시된 분류기준에 따라 전자상거래학의 전공별 교과과정을 제 

시하며 각 과목별 개요를 기술한다.

ABSTRACT

Because of the wide scale in EC area, the use of Electronic Commerce spreads out quickly. This 
paper proposes the curriculum applied to the department of EC in University reflecting the recent 
social trend. EC has some relations with the several areas like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Management and Industrial Engineering etc. after analyzing the domestic curriculums, we propose the 
propriate curriculums and academic classification standard. Also according to the standard, We want 
to propose the separate curriculums to three important majors and describe the introduction to each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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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자상거래 분야에는 유비쿼터스 전 

자상거래(Ubiquitous Electronic Commerce) 

에 대한 논의가 고려되고 있다. 그만큼 사회 

및 전 산업계에 걸쳐 폭발적으로 성장, 발전 

하는 전자상거래 분야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 

과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을 전망하는 수많은 연구결 

과가 나오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전문인력양 

성에 대해 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ECRC,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 

를 비롯한 대학의 e-비즈니스 인력양성방안, 

e-비즈니스 대학 지원사업, 산학협동 e-비즈 

니스 대학원 지원사업 ［3,4,5］등 정부차원의 전 

문인력 양성에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전자상거래(EC)는 e-비즈니스(EB)라 

는 개념과 혼용되고 있거나 또는 오용되는 일 

부의 경향이 있어 이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할 필요성 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계에서 

도 큰 문제로 나타난다. 전자상거래와 e-비즈 

니스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교육과정 이 

획일화 되어있으며 각각의 의미를 제대로 부 

여하지 못하는 등 장차 동 분야에 진출할 예 

비 전문인력 이 정체성을 잡지 못하고 갈등하 

게 만드는 등의 단점을 초래할 수 있다［2,6丄

본 연구자들은 4년제 대학의 전자상거래 

전공과목을 강의하고 준비하면서 이러한 문 

제점과 현상들을 보아왔다. 전자상거래에 대 

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기준제시 그리고 그에 

따른 각 과목간의 연관관계 제시가 향후 전문 

가로 활동할 대학생들에게 많은 파급효과와 

동 분야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과 학문적 특성 

에 대한 신뢰성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전자상거래 인프 

라 수준은 선진국의 대 열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3］ 아직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 

자상거래 수준이 세계 초일류 국가로의 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반기술과 사회적, 

법적인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해결 과 

제도 우선시 되지만, 동 분야의 전문가를 양 

성하기 위한 전자상거래학의 체계적인 교과 

과정과 전자상거래학의 학문적 연구에 대해 

서 심도 있는 논의와 접근방법 이 다른 분야에 

우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은 학자와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15,16,19］. 그러나, 학문적으로 연 

구된 것보다는 업계의 영향에 의해 아직 체계 

적인 학문적 정립이 없는 상황에서 양분되는 

분위기로 치우친 경향이 많다고 생각된다. 

Steve Elliot (2002)는 Electronic Business, e- 

Business, Internet Business, e-Commerce, 

Internet Commerce 등을 전자상거 래 (Electronic 

Commerce)와 같은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Kenneth C. Laudon & Carol Guercio 

Traver(2002)는 전자상거래는 e-비즈니스와 

기술적 인프라는 공유하지만, e-비즈니스는 

좀 더 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전자상 

거래는 고객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산업경계의 

모호성, 사회 구조와 사회의 변화, 그리고 부 

의 창출 기회 등을 가지는 특징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는 다르며 전자상거 

래의 연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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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e-비즈니스가 전자상거래의 확대 개념 

이라는 주장과는 다른 것이며 e-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의 성향이 같거나 또는 비슷하다 

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학문적으로도 같은 취 

급을 받아온 현실에서 전자상거래학의 확고 

한 체계 정립을 이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 

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4년제 대학 

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자상거래학과(전공)에 

접목 가능한 전자상거래학 교과과정 모델과 

학술진흥재단에서 분류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의 학문적 분류기준에 대해 새로운 전자상거 

래학의 분류기준(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서 동 분야에 대한 동 

향과 그리고 전자상거래학의 선행연구 분석 

과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전자상 

거래학의 학문적 구성으로 국내 4년제 대학 

교의 전자상거래학과(전공)개설현황과 교과 

과정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4장에서는 학문 

적 분류기준과 전자상거래학의 신교과과정을 

제안하며, 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2.1 전자상거래(EC) 동향

전자상거래는 지난 ASEM 서울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만큼 중요한 화두였으 

며, 전 산업에 파급효과가 대단히 강력한 개 

념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배포한 "전자상거래 2003년 통계 현황”을 보면 

매우 의미 있는 정보가 담겨있다.〈표 1〉의 총 

거래 대비 전자상거래율을 보면, 3년동안 꾸 

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국 

내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177.8조원을 기록했 

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전자상거래는 또한 각 산업별 파급효과도 

크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2002년 발표 산 

업별 전자상거래 시행 현황을 보면 농 • 임어 

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건 

설업 도매 및 소매, 운수 서비스 업 등 전체적 

으로 약 11. 7%의 전자상거래 시행율을 보이 

고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공기업과 통신업 

종의 전자상거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 

은 정부주도■의 특성 이 나타난 것과 인터넷 기 

반인 통신분야에서의 자연스런 연결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의 전자상거래 시행율은 

[단위 :원]

〈표 1> 총거래 대비 전자상거래율

년 도 총거래규모 (A) 전자상거래규모 (B) 전자상거래 율 (B/A)

2000 년 1,27。조 57조 5천억 45%

20()1 년 1,380조 118조 9천억 9.1%

2002년 (추정) 1,359조 170조 13%

[()내는 점유율, 통계청.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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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전체 규모로 볼 때 아직 미미한 수준 

이다. 그러나, 각 산업별 증가치는〈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급격한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따른 관련전문가의 필 

요성이 매우 시급히 요청된다.

조사기관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에 나타 

난 정보는 서로 상이하지만 이는 조사기관이 

전자상거래의 영역한정에 대한 차이 일 뿐이 

며 동 자료에서 의미하는 것은 지속적 발전을 

할 것이라는 점 이다. 특히 매년 2배 이상의 발 

전을 할 것이라 예측을 하였지만, 2003년 통 

계청이 발표한 전자상거래 규모는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가 2000년 예측한 

것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서 전자상거 

래의 급진전을 실감케 하고 있다.

2.2 사회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산업계의 여러 업종군에서도 전자상거래의 

도입노력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표 2> 조사기관별 전자상거래시장 규모

［단위:십 억달러］

조사기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비고

IDC 
(2001. 12)

353.96 634.05 5,035.65 전세계

161.2 273.4 501.9 756.3 1,197.40 1,817.10 미국

74.5 101.0 157.0 236.9 373.3 578.9 일본

3.79 837 18.62 39.10 77.30 148.71 한국

Forrester 
Research 
(2000. 4)

657.0 1,233.6 2,231.2 3,979.7 6,789.8 - 전세계

488.7 864.1 1,411.3 2,817.2 3,189.0 - 미국

31.9 64.4 146.8 363.6 8803 - 일본

5.6 14.1 39.3 100.5 205.7 - 한국

〈표 3> 연도별 e-비즈니스 인력 부족 규모

［단위:명］

넌 도 2002 勰勇 2004 2005

Engineer 41,032 39307 37,559 36,111

Manager 69,137 69,447 68,995 67,412

Consultant 5,906 5,537 5,046 4,385

총부족규모 116,075 114,291 116,600 106,909

［출처:한국전자거래진홍원.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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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규모로 볼 때 아직 너무나도 미비하여 

전체 종업원수에 대한 비중은 2002년 현재 단 

1%에 불과하여 앞으로의 인력수급활동이 매 

우 급신장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표 3〉〈표 4〉〈표 5〉에는 년도별 전자상거 래 

분야의 부족인력의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있 

다. 주로 엔지니어와 인사, 기획, 회계, 마케팅, 

경영정보 등 관리부문에 관한 관리자층의 전 

문인력이 부족하고 엔지니어도 네트워크서버 

와 프로그래머의 부족이 예상되며, 업무별 인 

력부족 규모에서는 CRM와 SCM 등은, ERP 

에 비해 비교적 덜 활성화되었고 자사의 독특

한 비즈니스환경을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 

는 비즈니스 로직 구현 전문가의 필요성을 제 

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전망자료는 

전자상거래학과에서 교과과정 이 엔지니어 링 

부문의 컴퓨터학 관련성, 관리자 및 컨설턴트 

의 경영학, 경영정보학, 무역학, 회계학 등의 

사회과학적 부문과의 관련성 그리고 엔지니 

어와 관리자의 공통영 역 인 SCM과 e-Logistics 

등 물류부문과 QR, ECR 등 전자상거래의 세 

부 운영 사항도 산업공학 또는 산업시스템공 

학의 학문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고 파악 

된다.

〈표 4> 엔지니어 업무별 부족 규모

［단위:명］

구 분 2002 2003 2004 方滿

프로그래머 15,398 13,977 12,272 10,250

데이터베이스 9,545 9,187 8,728 8,156

네트워크서버 15,242 14,885 14398 13,763

지급결제 723 967 1,293 1,731

정보보호 125 291 867 1,211

합 계 41,032 39,307 37,559 35,111

［출처 :한국전자거 래 진흥원.02］

〈표 5> 업무별 인력 부족 규모

［단위: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ERP 9,513 7318 4,711 1,824

SCM 11,969 11,889 11,658 10,182

CRM 31.424 33,334 35385 37,235

e~biz 기획 9,156 8,546 7,802 6,906

합 계 69,136 69,447 68,995 67,412

［출처 :한국전자거래진흥원.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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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은 전자상거래학과의 교과과정 이 다양 

성을 수렴하며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으 

로 거듭나야 함과 다양한 학문의 단순한 결합 

이 아닌 독창적인 학문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학 

문적 뒷받침이 없는 신기술과 개념 그리고 정 

책은 혼선과 실수를 연발할 개 연성 이 크며 시 

간이 지날 수록 동 분야의 이미지가 확고히 

자리잡지 못하고 오히려 사라질 수 있음을 의 

미히는 것이다.

2.3 전자상거래학의 선행연구 분석 

및 동향

〈표1〉〜〈표 5〉에 나온 정보는 전자거래진 

홍원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이다. e-비즈 

니스라는 용어가 최근 유행하고 있으며 전자 

상거래와 병행 표기되고 있다. 아직도 전자상 

거래 관련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가면 전자상 

거래와 e-비즈니스에 대하여 오용과 명기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1994년 

Hotwired.com에 세계 처음으로 웹 페이지에 

배너광고를 게제한 이후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라는 신 개념이 전 세계를 강타하 

였고[16], 이어서 1997년 IBM이 새로운 경영 

비전을 제시하면서 e-Business라는 용어를 사 

용하였다⑹는 근거를 두고 볼 때 이 두 개념 

의 시기적 태동이 비슷하므로 각 영역에 대한 

명확한 규명 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2.3.1 Ravindra Krovi, B.S.

Vijayaraman의 전자상거래 

핵심과목 도입에 관한 연구 

(2000)

경영관련 교과과정에 전자상거래 교과의 

도입을 주장하는 연구이다. 이들은 전자상거 

래 관련 핵심과목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기 

회가 창출될 것이라 주장하며 개념적인 그림 

과 이에 대한 세부 교과목 그리고 그 과목들 

이 다루어야할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그림 1〉은 도입을 주장하기 위한 전자상 

거래 프레임워크(Framework)의 기능영역과 

핵심지식영역 그리고 웹기반의 기술영역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전자상거래 프레임 

〈그림 1>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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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에 기반하여 도입 가능한 핵심과목을 7 

가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Core 

knowledge”에서는 네트워크 및 인터넷의 개 

념, 인터넷 구조, 보안과 정보검색기술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Business Strategies”에서 

는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조직과 공급자 

간 전략적 관계를 위한 익스트라넷의 효과, 

변화관리 등을 다룬다. 이 외에도 "Marketing"， 

''Operation Management", “Legal Process",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등을 제시하며 각 영역 

에 따른 기능적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학이라는 개념 

이 태동하기 시작한 시기였으며, 연구의 배경 

이 전자상거래학의 독립적인 토대위가 아니 

라 기존학문에 전자상거래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직접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 판단된다.

2.3.2 변대호의 전자상거래 교과 

과정 연구（2002）

전자상거래학과를 개설한 국내외 대학을 

비교 연구하였다. 특히 국내 대학은 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으며, 미국, 캐 

나다, 홍콩 등 국외 대학들의 전자상거 래 교 

과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교수집단과 산업체의 실 

무자 집단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학 

과가 지향해야 할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교과과정 프로토타입을 제시하여 전자상거래 

학 교과과정의 기본적인 흐름과 맥을 짚어주 

었다. 다만 이 연구는 프로토타입 제시에서 

그쳤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교과목 제시가 아 

쉽다.

2.3.3 이영민, 박순창의 e-비즈니스 

인력양성방안 연구（2003）

국내 e-비즈니스학과가 당면한 문제점 분

기 초 I I 통거학 I--------------너 ]

------  二一fj EC 개론 卜-------- （인터넷 프로그래밍]

〈그림 2> 학부과정을 위한 전자상거래 교과과정 프로토타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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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e-비즈니스학(전공)의 문제 극복방안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구 분

• 학과의 정체성 확립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과과정 개선

•실습환경의 대폭적 확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교과과정 운영

• 산학협동을 통한 인턴쉽제도와 산업체 실무자의 현장경험의 교육으로의 활용 

•소모임 학습의 적극적인 장려

석과 독립 학문으로서의 위상제고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한 탐색적 연구이다. 또한, 각 

대학별 개설전공을.분석하고 학과 운영의 전 

략과 방안을 제시하였다.〈표 6〉은 이들의 주 

장을 옮긴것이다.

3. 전자상거래의 학문적 구성

3.1 전자상거래의 학문적 배경

학술진흥재단(KRF)에서 연구분야 분류표 

검색을 통해 나타난 전자상거래분야는 크게 

2가지 로 인문학과 공학이다. 그러나, 중분류 

로서 전자상거래학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소 

분류로 경영학과 법학에서 나타났고 컴퓨터 

학에서 인터넷정보처리의 세분류로 지정되어 

있었다. 또한, 산업공학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전자구매, e-Marketplace 등 전자상거 

래학의 요소 학문들이 세분류로 지정되어 있 

었다.

3.2 현행 전자상거래학의 문제점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학문분류기 

준을 보면 현재의 전자상거래학은 독립적 인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 

전자상거래라는 학문이 태동하기 시작한 시 

기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 

분류 기준에 의해 나타난 것과 같이 경영학, 

법학, 컴퓨터학, 산업공학 등 다양한 학문에 

걸쳐서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많은 

학술단체의 활동을 보더라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서로가 전자상거래를 포괄할 수 있 

는 가장 적합한 학회임을 내세우며 그에 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또한 위에서 언급한 

문제와 연관된 것이기도 하지만, 학계에서도 

전자상거래가 그 만큼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지닌다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대학 

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학과 이름들이 너 

무 많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 

분의 명칭들이 나름대로의 깊은 의미를 지니 

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적어도 대학에서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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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학술진흥재단의 "전자상거래” 카테고리 검색결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인문학

경영학 전자상거래 -

법 학 사 법
상행위/신 용거 래 /전자거 래 법

상법

공 학

컴퓨터 학 인터넷정보처리

전자상거래

정보검색

웹 기반 정보시스템

산업공학 e-Business

전자구매

공급체인통합

e-Marketplace

협업적 제품개발

전자무역

전자지불 및 인증

과명칭은 시간적 흐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 

(철학, 법학 등)하고 시대적 변화와 다양성을 

흡수하고 또한 리드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 

다. 전자상거래학은 기초학문의 성격보다는 

응용학문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시대적 반영 

에 따론 학과 명칭의 문제는 고민해 볼 필요 

는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처럼 학생 수 감 

소와 대학경영의 위기라는 명분아래 학과의 

명칭이 유행을 추구하는 식으로 2〜4년마다 

한번씩 바뀌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다. 이것은 오히려 대학과 해당 학문의 퇴보 

를 자초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3.3 전자상거래학과 개설현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자거래 진흥 

원에서 배포한 자료와 자체적인 조사에 의해 

국내 전문대와 4년제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에 개설된 전자상거래 관련학과는 전자상거 

래학과(전공)와 e-비즈니스학과(전공), 인터 

넷 상거래학 등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됐다.

2003. 5월 현재, 전자상거래라는 용어가 들 

어간 학과나 전공명칭을 사용하는 대학은 전 

문대학이 33(21)개, 4년제 대학은 28(22)개 그 

리고 대학원은 15⑹(22)개로 조사됐다( { }안 

의 숫자는 협동과정 운영대학, ( )안의 숫자 

는 e-비즈니스학과(전공)). 이중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국립대로 3 

개 대학교이며 공주대는 단일학과체제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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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고 전남대와 부경대는 학과간 협동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현황조사를 통 

해서 각 대학들이 전자상거래학에 대한 접근 

자세를 볼 수 있었는데 학과간 협동과정운영 

이 6개 대학교 그리고 특수대학원에서의 운 

영이 13개 대학교이며 일반대학원의 단일학 

과 체제는 2개 대학교로 나타나서 신 학문에 

대한 매우 조심스런 접근을 파악할 수 있다. 

사립대학들은 대부분 특수대학원 중심으로 

학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e-비즈니 

스학과는 박사과정 운영을 동의대에 단일학 

과, 경기대에 협동과정 그리고 국민대와 서강 

대는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대학원 체제로 2개 대 

학（국민대, 서강대）이 운영하며, 전반적으로 

대 학원에 서 e-비 즈니 스학과개 설도 국공립 4 

개와 사립 18개로 나타나서 국립대는 전자상 

거래라는 학과명칭을 그리고 사립대는 e-비 

즈니스라는 학과명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이 

특수대학원 중심의 학과 운영올 하고 있어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 과정에 기여할 박사급 

교수인력 배출엔 한 동안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4년제 대학의 학과개설은 전자상거래라는 

신학문을 구성하는 경영학 계열（경영, 경제, 

상학, 회계 등）과 컴퓨터공학계열（전산학, 컴 

퓨터공학,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등）위주의 

전공이 개설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대학은 취 

업을 위한 실무전문가 양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시스템계열의 학과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와 4년제 대학교 

의 학과성격을 비교해 보면 전문대는 공학계 

열이 많고 4년제 대학은 상경계열 학과가 많 

은 수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각 대학별 전자상거 래학과 조사결과 학사, 

석사, 박사의 학제 전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 

하는 대학은 없다. 대부분 단일 학부과정, 또 

는 학부와 대학원 석사, 그리고 대학원 석사 

단일과정, 석사와 박사의 과정을 운영하는 형 

태를 보여 전자상거래학의 학문적 체계완성 

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사 

과정, 석사과정 그리고 박사과정에 이르는 학 

제의 체계적인 설치와 운영이 시급히 요구된다.

〈표 8> 정규 고등교육기관의 전자상거래학과 개설현황

비고:2003. 5월 현재

「구뵨 전문대학（2 ~3년째） 대학교（4년제） 대학원

학과（전공）개설대학 33(21) 28(22) 15{6}(30)

특 징
계열별 모집에 따른 

전공 단위가 강세

학부별 모집에 따른 

전공 단위가 강세

특수대학원 중심의 

학과 단위 모집

기 타
13개 대학 과 개설

31대학 계열（전공） 개설

인문계열 18개
자연계열 10개

일반대학원

2{4}개 포함

설립주체 도립（1），시립（43） 국립⑶, 사립（25） 국립⑺, 사립（14）

**학과 개설대학의 숫자 :: 0 = 협동과정, （）=斷비즈니스학과（전공）를 개설한 대학의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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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교과과정의 운영실태

전자상거래 관련 학문의 다양성과 학문적 

체계의 미비성으로 인해 각 대학 특히 4년제 

대학의 학과(전공) 교과과정은 저마다 상이 

한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변대호(2002)와 이영민, 박순창(2003)의 

연구에서도 각 대학별 학문적 배경과 체계의 

미비를 지적하였다. 일부 대학에서는 해당전 

공의 교수요원과 관련교과의 적절한 교육매 

체를 확보하거나 개발하지 못하여 강좌의 운 

영에 애로사항을 겪는 문제점에 노출된 것으 

로 파악된다. 또한 상당수의 대학이 컴퓨터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그리고 무역학 등과 큰 

차별을 보이지 않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 

다. 이러한 교과과정의 운영은 학습자에게 정 

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 이 있으 

며 나아가서 전자상거래학의 발전에 어려움 

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상거래 

학 발전에는 환경적 특수성에 기 인한 여러 학 

문의 종합적 조합이 아닌 전자상거래학과(전 

공)만의 독창적인 학문세계 구축과 교수 방 

법이 요구된다.

4. 학문적 분류기준과 신 교과 

과정의 제안

4.1 새로운 전자상거래학의 학문적 

분류기준 모형의 제안

전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해서 즉, 전자상거래학의 학문적 성숙 

과 산업 계 에 대 한 역 량을 강화하고 보다 실질 

적인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학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 

가 필요하다. 자체조사결과 아직 해외에서도 

전자상거래학에 대한 학사, 석사, 박사의 체계 

적인 학제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고있으며, 개설된 과정 또한 기존 

학문의 세부전공으로 존재하여 연구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해외대학 역시 국내와 

비슷한 학과 개설실태를 보임과 동시에 참조 

할 수 있는 사례가 없기에 자체적 인 정보수집 

과 구분 그리고 분석으로 다음과 같은 모一형을 

정하고 제안한다. 학문이라는 것이 한 두 사 

람의 연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혼란스러운 전자상거래학의 현 상황을 극복 

하기 위한 작은 보탬 이 되고자한다.

4.1.1 전자상거래학의 정의

원활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 

거래학을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적 수단과 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와 이를 지원하는 제반 환경을 

포함한 영역의 질서관계를 연구하는 복합학 

문으로 정의한다. 이는 e-비즈니스학과는 다 

른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전자상거래 

학은 전자거래기본법에 명시된 정의를 원용 

하고 있는 것이며, e-비즈니스학은 이러한 전 

자거래 개념을 경영활동에 적용한 것으로 보 

기 때문에 두 영역은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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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전자상거래학의 학문적 분류와 영역기준 제안모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복합학 전자상거래학

전자상거래 

일반

전자상거래 분석/설계/구축/평가

전자상거래 모델

전자상거래 유형

전자상거래 교육

전자상거래 표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경영/운영

세무/회계/금융/무역

조직/인사관리

기획/전략/정책

물류 및 유통

마케팅

전자상거래 

시스템

기반기술:

(WebAgent, ebXML, Merchant Server 등)

응용기술(정보관리):

(eCRM, eSRM, eCRS, eERP, eAIS 등)

e-Logistics, eSCM, e-Marketplace
보안/정보보호 시스템

인증/지불/결제 시스템

전자상거래 비전 X-Commerce, U-Commerce

4.1.2 전자상거래학의 학문적 분류기준 

모형

학문적 대분류는 “복합학”으로 정한다. 경 

영학도 아니고 법학, 컴퓨터학, 산업공학도 아 

니다. 전자상거래는 단순한 거래관계만을 다 

루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를 지원하는 세부 

프로세스들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전자상거래학을 복합학문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 

나, 법학의 “전자거래법” 등 전자상거래와 관 

련한 세분류의 학문이 있지만, 법학의 경우는 

그 영역의 독창성과 학문간의 연계성 측면에 

서 볼 때 현재의 법학이라는 중분류에 포함시 

켜 두는 것이 더 낳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제 

안하는 학문적 분류기준에는 포함시키지 아 

니 하였다.

중분류는 “전자상거래학”이라고 명하였다. 

소분류에서는 4개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먼저 

"전자상거래 일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시스템”, "전자상거래 비전이 

다. 소분류에서 4개 영 역으로 구분한 것은 현 

재 국내 각 대학들의 교과과정과 학계에 퍼져 

있는 학회의 성격에 기 인한다.

국내외의 4년제 대학과 석사과정 커리큘럼 

과 개설 전공을 살펴본 결과 전자상거래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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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2개 영역으로 나누어 구분되어질 수 있었 

는데, 비즈니스영역과 시스템 （또는 테크놀로 

지）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들 영역은 서로 독 

립된 영역에서 예를 들어 사회학적인 연구영 

역과 공학적인 연구영역에서 존재함으로 인 

해 통합적 연구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미비했 

다. 이들 영역은 네트워크라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학문적 범위에 포 

함되어야 그 가치가 빛날 수 있다고 판단된 

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일반”은 향후 지속적 

인 연구와 발전선상에서 관심을 받아야 하는 

영역 이다. 본 분야는 다양한 연구결과로 인해 

서 학문적 소분류의 영역확대가 가능한 분야 

이며 전자상거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야로 "전자상거래 일반이라 하 

여 그룹지정을 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비 

전"은 전자상거래학이 좀더 인간생활에 보편 

적으로 편리해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u- 

Commerce 등 차세대 전자상거래 신기술 제 

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 인 연구가 필 

요하기에 "전자상거래 비전”이라는 연구영역 

을 지정한다. 각 영역에는 또다시 세분류를 

두어서 소분류의 학문들이 어떤 방향의 연구 

를 진행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현재, 각 

대 학의 전자상거래 학과（전공） 교과과정을 보 

면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문의 소분류는 많 

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 

거래학의 학문적 발전과 독자적영역의 확대 

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일반과 전자상거래 비 

전을 추가하였다. 제안하는 분류기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전자상거래 일반에서는 전자상거 

래 모델과, 분석/설계/구축/평가, 유형, 교육, 

표준 등의 세분류를 가진다. 이것은 전자상거 

래학의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학문연구로 개 

선된 비즈니스 수익모델 즉, 몰앤몰, 경매, 전 

문몰, 포털 등을 연구 발전시키며, 고객과의 

접촉채널인 웹페 이지 등 사용자 인터페 이스 

의 디자인, 평가기법 등을 연구한다. 또한, 유 

형연구로서 P2P, C2C, B2C, B2B, B2G 등에 

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연구 

한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 

성을 위해 교육적인 측면의 전자상거래 교육 

을 연구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교재개발, 교육 

매체론 개발 및 연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상 

업계 및 정보계열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의 전자상거래 교육기 

법과 교육매체 등을 연구한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표준화 분야에 대 

한 계속적 인 연구분야를 포함한다. 새로운 기 

술의 표준화를 유도하고 표준기술 들을 적극 

권장하여 전자상거래 발전을 꾀한다.

두번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는 전자상거 

래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연 

구를 담당한다. 세분류로 경영/운영, 세무/회 

계/금융/무역, 조직/인사관리, 기획/전략/정 

책, 물류/유통, 마케팅 등을 다룬다. 이 부분 

은 학술진흥재단의 학문분류기준에 의한 중 

분류의 “경영학”과는 다른 것으로 전자상거 

래 환경의 세부영역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 

터넷과 네트워크환경 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네티즌들 

의 행동패턴과 구매 스타일 그리고 마케팅 전 

략과 고객에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전문화된 

비즈니스 노력 이 필요하다.

세번째,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기반기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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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술(정보관리), e■로지스틱스/eSCM, 보안 

/정보보호시스템, 인증/지불/결제시스템 등 

이 있다. 기반기술에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구현기술, 웹프로그래밍, 서버 아 

키텍처, 개발방법론, ebXML, DB, WebAgent 

등을 다룬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실질적 유형 

인 Merchant Ser ver를 기반기술의 대상에 포 

함시 켰는데 , 전자상거 래 학에 서는 응용기 술의 

범위가 아니라 Merchant Server가 전자상거 

래 본질 자체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응용기술 

(정보관리)은 정보관리시스템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고객관계관리시스템(eCRM), 공 

급자관계 관리 (eSRM), 고객반응시스템 

(eCRS), ERP시스템, 회계정보시스템(eAIS) 

등을 다룬다. e물류와 공급사슬경영시스템 

(eSCM)등을 연구하고 결제, 보안, 인증 등과 

관련한 지원 시스템 등이 응용기술의 분류에 

포함된다.

네번째, 전자상거래 비전에서는 차세대 전 

자상거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학문을 연 

구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트 

랜드를 분석하고 지능형 전자상거래 시스템, 

유비쿼터스 커머스(u-Commerce) 등 보다 가 

치 있는 전자상거래학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 

양의 영역을 연구한다.

〈표 10> 전자상거래학부의학위과정 운영예시

학 부 전 공 수여학위 명칭 특 징

전자상거래 

학부

학부공통 기본과정 - 1학년 과정에 개설

전자상거래학전공
전자상거래학사

(전자상거래 학전공)

2학년 전공 선택전자상거래관리전공
전자상거래학사 

(전자상거래관리전공)

전자상거래시스템전공
전자상거래학사 

(전자상거래시스템전공)

〈표 11> 제안하는 전자상거래학 교과과정

교양(필수 9+선택 기)+학부공틍(21)+전공선택(21) +일반선택68) 140학점 이수

구 분 교과목 명 학점 이론/실습

교 양

필수

전자상거래학원론 3 2/2

경영학원론 3 310

컴퓨터개론 및 응용 3 2/2

교양필수소계 3
선택 교양선택소계 21

교양합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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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 교과목 명 학 점 이론/실슙

전 공

필 수
학부공통

전자상거래와 회계정보 . 3 2/2

전자상거래 물류 및 유통 3 3/0

소비자 행동 분석과 서비스 3 3/0

웹 프로그래밍 3 2/2
고객관계관리 (CRM) 3 2/2
공급사슬경영 (SCM) 3 3/0
학위논문 연구 3 3/0

전공필수 소계 21 -

선 택

전자상거래학 

전공 필수

전자상거래 사이트 평가 3 2/2
전자상거래 경영전략 3 3/0
전자상거래 분석과 설계 3 2/2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3 3/0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유형 3 3/0
전자상거래 사업 기획 3 2/2
전자상거래 사례 분석 3 3/0

전공선택 소계 21 -

전자상거래 관리 

전공 필수

전자상거래 관리기법 3 2/2
데이터베이스 관리 3 2/2
네트워크 서버 관리 3 2/2

전사적자원관리 (ERP) 실무 3 2/2
데이터마이닝 3 3/0
인터넷 비즈니스 조직론 3 3/0
인터넷마케팅 3 3/0

전공선택 소계 21 -

전자상거래 시스템 

전공 필수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성론 3 2/2
머천트 서버 구축 3 2/2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응용 3 2/2

객체지향과 디자인 패턴 3 2/2
전자상거래 사용자 인터페이스 3 2/2
웹 프로그래밍-II 3 2/2
지능형 전자상거래 시스템 3 2/2

전공선택 소계 21 -

일반선택

전자상거래 창업 프로젝트 3 3/0
웹 디자인과 구축 3 2/2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3 2/2
전자상거래 신기술 3 3/0
전자상거래 기술 표준 3 3/0
차세대 전자상거래 3 3/0
뎨이터베이스 시스템 응용 3 2/2

전자상거래 보안 3 3/0

전자상거래 법규와 지식재산권 3 3/0
사이버 무역 3 3/0
인터넷 정보검색 3 2/2
멀티미디어 컨텐츠 3 2/2

전자상거래 상품개발 3 2/2
사이버 커뮤니티 3 2/2

일반선택 소계 68
비고 * 각 세부전공선택 교과는 필수, 이외의 교과 수강은 전공일반선택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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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자상거래학과（전공） 교과과정의 

제안

4.2.1 학위과정에 따른 수여학위

정부의 학부제 장려정책에 따라 전자상거 

래학부제 환경을 염두에 두었다. 학부에는 3 

개의 전공을 설정하여 교과과정의 신 모델을 

제안한다.〈표 10〉에는 전자상거래학 학사과 

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를 

제안하였다. 전자상거래는 복합학의 성격이 

강하므로 경영학이나 공학으로는 설명에 한 

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전자상거 

래학사에 각 학위과정 이수자들의 주 전공에 

따라 세부전공을 기재하는 것으로 하여 전자 

상거래학사（전자상거래전공）로 표기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4.2.2 전자상거래학부 교과과정 모형

전자상거래학부에서는 교양필수（9학점 ） 교 

양선택（21학점）, 학부공통（21학점）, 전공선택 

（21학점）으로 전공필수 총 42학점, 일반선택 

（68학점） 총 140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 

다.

제시된〈표 11〉의 교과모형은 각 대학의 환 

경에 맞는 적절한 교과과정을 위한 참고로 인 

용할 수 있다. 또한, 각 대학의 특수성을 위해 

학년별 진학에 따른 교과과정표는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제안하는 전자상거래학부에는 

학부공통과정과 3개의 심화전공과정을 둔다. 

본 과정은 전자상거래학을 구성하는 대분류 

의 인문학과 공학을 적절히 안배하여 경영, 

회계, 마케팅, 산업공학, 컴퓨터, 인터넷 등 주 

요 학문들의 특징을 수렴하여 교과과정 모형 

을 작성하였다. 학부공통과정에서 21학점을 

수강하고 세부전공을 선택하여 각 전공에 맞 

는 전공필수 과목 21학점을 듣는다.

결국 학생은 전공필수과목으로 42학점을 

들어야 하고 전공일반선택으로 68학점을 신 

청해서 수강해야 하는데, 본 교과모형에서 제 

시한 다양한 전공과목을 교차하여 수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전공이 아닌 타 전공과목 

을 듣게 되면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되어 학 

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하는 교과과 

정은 “전자상거래 사례분석” 등 산학협동부 

문을 고려하였다. 전공강좌 중 산업계의 의견 

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산학협동은 시대의 대세이며 대학이 해 

결해야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학문의 특수성 

올 보존하고 지켜나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조 

화로운 접근방법 이 요구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교과과정은 적어도 2년에 한번정도 변경 

을 시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학문을 위 

한 학문과 취업을 위한 학문 둘 다 위험하다. 

그러나, 최근의 대학생 취업률을 보면 현 대 

학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교과과정의 적극적 

인 개편과 운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가. 교양필수과목과 학부 공통 필수 과목

◎ 교양필수과목（9학점）

전자상거 래 학부과정 의 교양필수과목은 9학 

점으로 다음의 3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전자 

상거래를 구성하는 두개의 기본적인 학문분 

야에 대한 소양강화를 통해서 전자상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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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올바른 시각을 키운다.〈*과목명 하단의 

(3/2/2)의 표시는 3학점, 이론2시간, 실습 2시 

간을 의미〉

• 전자상거래학원론(3/2/2)

• 경영학원론(3/3/0)

• 컴퓨터개론 및 응용(3/2/2)

© 학부공통필수과목(21학점)

전자상거 래 학부 공통필수과목으로 21학점 

을 수강해야 한다. 이 과목은 전자상거래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학문들이다. 정 

보보호와 보안관련사항은 전자상거래를 구성 

하는 요소학문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지 

만, 최근 학계의 동향은 정보보호학의 독자적 

발전추세에 따라 본 과정에서 중첩될 소지가 

있어 제외하였다. 그러나, 정보보호와 보안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일 

반선택 과목에 개설하여 그 중요성과 제반 이 

론 사항을 학습토록 한다. 소비자 행동분석과 

서비스과목에서는 상거래의 기본인 매너와 

서비스 그리고 개 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을 실시하여 전자상거래 부문에 대한 고객만 

족도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과정을 학습한다. 

학위논문연구는 최근 대학들의 추세를 반영 

한 것이며 논문연구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배 

운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취업에 대 

비한 포트폴리오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 

보하기 위함이다. 전자상거래학 전공과 전자 

상거래관리 전공에서는 기업의 사례분석과 

또는 모델, 유형 등의 조사분석으로 논문을 

작성하면 될 것이고, 전자상거래시스템전공 

에서는 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의 다양한 기본 시스템모델과 인터페 이스 등 

을 구현하면 되며 이 과정을 학위논문에 수록 

하면 적합할 것이다.

• 전자상거래와 회계정보(3/2/2)

• 전자상거래 물류 및 유통(3/3/0)

• 소비자 행동 분석과 서비스(3/3/0)

• 웹 프로그래밍-1(3/2/2/)

• 고객관계관리 (CRM) (3/2/2)

• 공급사슬경영 (SCM) (3/3/0)

• 학위논문연구(3/3/0)

나. 세부 전공선택 과목

세부전공을 선택하고 각 전공의 코스에 맞 

는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해당 전공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세부전공은 전자상거래학 전 

공과 전자상거래관리 전공, 전자상거래시스 

템 전공이다. 각각의 세부전공을 이수하기 위 

해서는 해당전공의 전공필수 과목 21학점을 

이수해 야 한다.

<9 전자상거래학 전공

“전자상거래학 전공”은 전자상거래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의 다 

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유형을 분석하고 전자 

상거래 사업을 기획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또 

한, 다양하고 많은 전자상거래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평가함으로써 

더 많은 우수고객 유치와 고객만족을 구현하 

기 위한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 

다. 이 과목들은 제반 이론과 더불어 각각의 

이론에 맞는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전략, 전자상거래 분석과 설 

계는 전자상거래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기 

업들의 성공모델과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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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키워줄 것이다.

•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3/3/0)

•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유형(3/3/0)

• 전자상거래 사업 기획(3/2/2)

• 전자상거래 사례 분석(3/3/0)

• 전자상거래 사이트 평가(3/2/2)

• 전자상거래 경영전략(3/3/0)

• 전자상거래 분석과 설계(3/2/2)

© 전자상거래 관리 전공

“전자상거래 관리 전공”은 전자상거래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기 업 또는 다양한 조직들 

이 전자상거래의 능숙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배출한다. 전자상거 

래 전문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의 운영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관리기법을 학습하고 

전사적자원관리의 실무과정을 통해 관리능력 

의 실질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 마케팅과 인터넷 비즈니스 조직 

론, 데이터 마이닝 과목 등을 통해서 전자상 

거래라는 독창적인 업무환경을 이해하고 역 

동적인(dynamic) 사업운영을 위한 업무추진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데 이터베이 

스 관리와 네트워크 서버 관리는 전통적으로 

전산담당자의 업무영 역 이 었지만, 전자상거 래 

환경에서는.일반 업무관리자가 기본적인 관 

리능력을 위해 필요로 하는 단위요소 능력 이 

기 때문에,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환경과 디지 

털화된 전자문서 등의 환경적 특성을 이해하 

고 제반 문제의 발생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 전자상거래 관리기법(3/2/2)

• 데이터베이스 관리(3/2/2)

• 네트워크 서버 관리(3/2/2)

• 전사적자원관리 (ERP) 실무(3/2/2)

• 데이터마이닝(3/3/0)

• 인터넷 비즈니스 조직론(3/3/0)

• 인터넷 마케팅(3/3/0)

© 전자상거래 시스템 전공

"전자상거래 시스템 전공" 전자상거래 문 

화와 산업계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전문 

가를 배출하기 위한 전공이다. 전자상거래 시 

스템 구성론과 개발방법론, 전자상거래 사용 

자 인터페이스, 웹 프로그래밍 등의 과목을 

통해서 전문인력으로의 자질을 강화한다. 사 

업 환경의 다변화로 인해 이러한 사항들을 소 

화해내고 경영전략에 맞는 적합한 환경을 구 

축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기본이다. 다양한 

요구사항과 환경적 제약조건 등에도 수용 가 

능한 적절한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 능력을 

갖춘 전문화된 전자상거래 시스템 전문가를 

육성한다.

•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성론(3/2/2)

• 머천트 서버 구축(3/2/2)

•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응용(3/2/2)

• 객체지향과 디자인 패턴(3/2/2)

• 전자상거래 사용자 인터페이스(3/2/2)

• 웹 프로그래밍TK3/2/2)

• 지능형 전자상거래 시스템(3/2/2)

다. 일반선택 과목(68학점)

전자상거래의 일반선택 전공과목으로 이중 

68학점을 수강해야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학 전공”을 신청한 학생이 전자상거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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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나 전자상거래 시스템 전공 등 타전공 

필수과목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일반선택과목 

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는 본 제안 교과목들을 다 개설할 필요보다는 

이중에서 해당 대학들의 환경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개설하면 된다. SOHO(Small Office 

Home Office)는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적은 창업비용과 운영환 

경은 창업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 

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트랜드를 읽 

고 그것을 반영하는 전자상거래 신기술과 앞 

으로의 전자상거래 방향을 다루는 차세대 전 

자상거래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문 

분류기준에서 전자상거래 비전에 해당한다. 

이외에 법규와 지식재산권, 상품개발, 멀티미 

디어 컨텐츠 사이버 커뮤니티 등은 전자상거 

래 분야를 더욱 강하고 확고한 학문으로 그리 

고、강한 경쟁력을 가진 전문가로 육성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전자상거래 창업 프로젝트(3/3/0)

• 웹 디자인과 구축(3/2/2〉

•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3/2/2)

• 전자상거래 신기술(3/3/0)

• 전자상거래 기술 표준(3/3/0)

• 차세대 전자상거래(3/3/0)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응용(3/2/2)

• 전자상거래 보안(3/3/0)

• 전자상거래 법규와 지식재산권(3/3/0)

• 사이버무역(3/3/0)

• 인터넷 정보검색(3/2/2)

• 멀티미디어 컨텐츠(3/2/2)

• 전자상거래 상품개발(3/2/2)

• 사이버 커뮤니티(3/2/2)

4.3 교과과정 운영방안

1〜2학년은 교양선택과목과 학부공통필수 

과목을 수강한다. 이는 전자상거래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소양 

교육의 성격이 강흐］•므로 1학년 1 • 2학기에는 

교양위주의 소양교육, 2학년 1 • 2학기에는 전 

자상거래 회계정보 전자상거래 물류 및 유통, 

웹 프로그래밍-I 등의 주요 학부공통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학년 1학기부터 

는 전공위주의 과목을 선택하여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며, 4학년과 

정은 최신 기술동향과 산학협동관련 과목 그 

리고 학부 공통과정의 학위논문연구 등의 강 

좌를 편성하여 취 업과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결론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학을 위한 새로운 교 

과과정과 학문적 분류기준을 위한 기초개념 

을 제시하였다는데 주요 의미가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이전의 연구가 시작될 

시점은 시기적으로도 전자상거래 문화가 태 

동하는 시점이었고 또한, 여러 가지 관련 학 

문간의 관계가 정리되지 못한 면도 많았다. 

이전의 교과과정 연구들은 대학원에 한정된 

연구의 특징이 있어서 학부과정에 적용할 근 

거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자상거래학 교과과정 

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학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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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학문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새로운 학문 

적 분류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 

자상거래학부에 적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제시하였는데 제안에서는 3개의 전공 즉, “전 

자상거래학 전공”, "전자상거래관리 전공", 

"전자상거래시스템 전공"을 위한 세부 교과 

과정을 나타냈다. 특히, 본 교과과정은 현재 

대학의 과제라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사례 

분석” 등 산학협동을 고려하였다. 전자상거래 

환경 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또한, 일반 

인들이 이를 수용하는 속도도 매우 빨라져 이 

제는 전자상거래 문화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 

을 정도로 급격한 발전을 이룩해 가고 있다.

본 연구에 의한 결과로 제시된 전자상거래 

학 교과과정은 하나의 제안이다. 본 연구과정 

동안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려 하였지만, 교육 

부문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은 전 

자상거래학 발전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한 

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학 교과과정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 연구된 결과와 국내 4년 

제 8개 대학의 전자상거래학과 개설현황과 

전자상거래 교과과정을 분석하여 전자상거래 

의 환경적 특징과 동 분야에 대한 인재육성의 

부족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 대학의 교과과 

정 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학문들과 크게 다 

르지 않고 각 대학마다 상이한 교과과정을 운 

영하고 있었으며, 전자상거래학에 대한 표준 

화된 교과과정 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 

제를 자체 분석을 통해 언급하였다. 제안하는 

새로운 교과과정은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 

영되어야 함과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특징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적 연구를 기 

반으로 하고 있음이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학에 대한 

새로운 교과과정을 위한 초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향후 본 연 

구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해 나 

가야 한다. 그래서 전자상거래학의 학문적 기 

초와 토대를 시급히 세울 수 있는 노력에 작 

으나마 기여를 해 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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