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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자상거래 인적자원의 양성과 개발을 위해서 자격은 학위와 더불어 지식축적의 결과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지 

표이다. 하지만 기존의 출제기준은 전자상거래 시장변화를 포함한 현장성 반영과 업무에의 활용도가 부족하여 개 

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관리사 직무분석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여 출제기준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내외 전자상거래 관련 자격현황 조사 및 문헌연 

구를 수행하고 직무분석을 통하여 전자상거래관리사 직무의 구조와 과업을 도출함으로써 기존의 과업목록을 보 

강하였으며, 과업분석을 통하여 각 과업별로 요구되는 필요지식, 기술 등의 능력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직 

무의 범위와 과업목록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출제기준과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전자상거래 자격 관련 문헌과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직무분석단계에 전문가 면담조사와 전문가위원회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검증단계에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출제기준 개선방안을 

설계하고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purpose to improve the qualification items for electronic commerce manager. Fonner qualification 
system for the electronic commerce manager was executed 11 times from year 2000 to 2005. To improve the standard 
for test questions and contents of qualification items, we reviewed literatures about job analysis for electronic commerce 
manager, electronic commerce curriculum, e-Business market and other countries' similar qualification systems and 
items. We also analysed the job related knowledge, skill, and abilities using job analysis by DACUM method, subject 
matter experts interview and workshop committee fo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qualification items. Based on the 
results of job analysis and DACUM woricshop, we derived a job model for electronic commerce manager and then 
validated it through field survey and additional expert review. Finally we developed and suggested an alternated 
qualification items using matrix analysis between categorized job knowledge and job tasks.

키워드 : 전자상거래관리사, 직무분서 자격제도, 출제기준, 데이컴 분석,

Electronic Commerce Manager, Job Analysis, Qualification System, Qualification Items, DACUM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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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전자상거래는 필수적이 

고 핵심적인 도구로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1999년 

시행된 전자거래기본법을 통해 전자상거래라는 용 

어가 공식화되었다. 전자상거래는 단순한 상거래 

의 전자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경제활동 전반 

의 전자화를 아우르는 개념이며, 기존 기업의 프로 

세스 혁신이나 사업 영역의 전환(eTTransfoimation), 

모바일 방송과 통신의 융합,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과 같은 새로운 사업의 등장과 확대를 포괄하여 

a비지니스 등으로 표현되며 현대 경제활동의 주 

요한 영역으로 기여하고 있다国跖演］. 2006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 인구는 饱12勿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률 역시 748%에 

이르고 있고 전체 인구 중 40대 이하의 연령대 대 

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17］. 2006 

년도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390조원으로 2005년 

대비 9% 증가한 규모이며, 전자상거래 거래 비율 

은 총 거래액의 205%로 2005년 대비 09% 증가한 

수치이다［18］.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4%정도 

를 차지한다［16］. 거래주체별 거래비율을 살펴보면, 

기업간 전자상거래(B2B)가 전체 전자상거래액의 

약 89%를, 기업과 정부간 전자상거래 (B2G)가 약 

8%를,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가 나머지 2% 정도를 구성한다. 거래의 종류별로 

는 초기의 제한적인 B2C 시장에서 B2B와 B2G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그 거래규모도 B2B거래를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16］.

국가경쟁력의 있어 인적자원의 역할이 중요해짐 

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적자원을 양성 

및 개발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강조되고 있 

다. 자격은 학위와 더불어 인적자원개발 및 지식축 

적의 결과를 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표로서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가장 대표적 

인 신호체계이다. 더불어 자격은 제대로 훈련된 우 

수한 기술인력을 선별해 내는 역할과 기술인력 훈 

련의 방향을 선도호｝는 역할, 기술인력의 직업능력 

의 축적을 경쟁적으로 유인해 내는 역할을 원활하 

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 

이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하는 

능력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 

탕으로 평가/출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12］. 하지 

만, 전자상거래 초기보다 전자상거래 자격과 학위 

에 대한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전자 

상거래와 IT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시장변화에 

대비하여 기존의 전자상거래관리사 출제기준의 적 

용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장성에서의 활용도［128］가 

부족한 실정이다. 즉, 초기의 B2C위주의 자격범위 

가 B2B와 B2G의 범위를 포괄하여 현장성을 확보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과 실무 현장에서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자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무분석을 통하여 자격의 출제기 

준을 개정하도록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하였다(국 

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勿조 출제기준 등의 변 

경)［3］. 이에 따라 직무분석에 의한 전자상거래관 

리사 출제기준의 개선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관리사 직무분석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요구능력을 도출하고 출제기준 

에 적용함으로써 자격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제고 

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분석과 국내외 문헌분석을 통하여 전자 

상거래관리사 직무의 범위와 과업을 도출한다. 둘 

째, 과업분석을 통하여 각 과업의 과업요소 필요 

지식, 기술, 직업능력 등을 도출한다. 셋째, 직무분 

석을 통하여 도출한 지식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출제기준과 비교분석하여 출제기준 개선방안을 도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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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2장에서 국내외 전자상거래관련 자 

격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존의 직무와 

과업요소들을 분석하고 보강하며, 3장에서 전자상 

거래 관리사 직무분석의 수행방법과 직무모델링의 

결과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3장의 직무분석 결과 

에 대한 검증방법과 결과분석을 기술하며, 5장에서 

검증된 과업과 시험과목의 대응분석을 통해 출제 

기준 개발을 기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 

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정책적 제언을 기술한다.

2. 전자상거래 자격 현황

본 장에서는 국내외의 전자상거래 혹은 "키지 

니스와 관련된 자격의 현황과 관련된 문헌을 분석 

한다. 한국, 미국, 호주, 그리고 일본의 자격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관련문헌과 사례분석을 통해 전자 

상거래 관리사의 직무범 위와 과업요소들을 검증하 

고 보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이 APEC Engbiea제도와 

더불어 향후 국제적 통용성과 동등성을 확보토록 

검토가 필요하다[1].

2.1 한국의 자격현황

일반적으로 자격 (Qualification) 이란 일정한 기준 

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능력(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의미하며, 직 업자격 (Vocational 

Qualification), 기술자격 (Technical Qualification), 그리 

고 소양자격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자격은 주로 

직업자격에 한하며 일반검정(Testing Service)을 통 

하여 취득하는 자격이 주류를 이루는 실정이다 

[1229]. 국내 자격은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 

로 구분되며, 국가기술자격은 기술 • 기능분야 자 

격(기계, 금속 등 26개 직무분야)과 서비스분야 자 

격(사무관리 직무분야)으로 구성되어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은 서비스분야 하위의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 분야 1급과 2급의 자격으로 시행되고 있 

다[調.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2급과 전자상거래운 

용사의 기존의 직무범위 및 시험과목은〈표 1〉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민간자격 중에 유사관련성을

〈표 0 전자상거래관리사와 

전자상거래운용사 자격의 범위

자격명 칭 직무범위 시험과목

전자상 

거래

관리사

1

급

정보통신 기반기술 

에 대한 전문적인 지 

식과 인터넷에서의 

마케팅기술을 바탕으 

로 전자상거래와 관 

련된 기획•관리업무 

를 총괄하거나, 기업 

및 관련기관이 웹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 

된 사항 전반에 대하 

여 자문하는 업무

• 딸기시험

-전자상거래 기획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 관련 법 

규 객관식

• 실기시험

-전자상거래 실무 작 

업형

2

급

정보통신 기반기술 

에 대한 일반적인 지 

식과 인터넷에서의 

마케팅기술을 바탕으 

로, 전자상거래관리 

사 1급의 업무를 보 

조하는 업무

• 필기시험

-전자상거래 기획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 관련 법 

규 객관식

• 실기시험

-전자상거래 구축기 

술 작업형

전자상 

거래 

운용사

1 
미
。

5오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 

능을 가지고 전자상 

거래관리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로 

서 수행이 요구되는 

관련 분야의 업무

• 필기시험

- 인터넷 일반

-전자상거래 일반

- 컴퓨터 및 통신 일반

• 실기시험

-전자상거래 구축 기 

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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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 E-Biz+ 자격의 출제 영역 구성

영역 (Domain) 세부사항

1 e■비지니스 

개념 및 기초

1.1 k비지니스에서 이용되는 기초 용어 및 개념 파악
-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토콜, 네트워크 대역폭, 통신 표준,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마 
이닝

1.2 비지니스 수요 및 목표를 기술 요건으로 변환

L3 기존 및 신규 비지니스 모델의 서술
- 스토어프론트 역경매, 아웃소싱, ASP, e■마켓플레 이스 웹 서비스

1.4 b비지니스에서 이용되는 거래 결제 방법 서술 
-SET, EBT

1.5 寸비지니스와 관련된 비지니스 개념의 파악
- 퍼미션 마케팅, 계량척 분석, 전략적 제휴 개인화

1.6 『비지니스 응용 모형의 서술
- ERP, 지식 경영. CRM, 자기계발(se够help), 공급사슬

1.7 e■비지니스와 법적 문제의 파악
- 지적재산권(copyists), 의장권(design 비지니스 모델, 특허, 법적 행위

2 『비지니스를 위한 

비지니스 실무

2.1 고객 설득에 필요한 o비지니스 기술 이슈의 서술 
-ERP, B2B, solutions

22 a비지니스 솔루션의 시행에 따르는 위험의 파악

23 e■비지니스 솔루션의 시행에 따르는 사업의 수익, 기회, 경쟁우위 파악
- SWOT 분석, ROI

24 e■비지니스 시행에 필요한 주요업무 및 지원 사항의 파악

3.1 &■비지니스 솔루션에 따른 적절한 기술 전략의 선택
- 데이터베이스 웹 호스팅, 어플리케이션 서버. 분산 어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서버

3.2 보안 계획에 따른 일차적 고려사항의 파악

- 인프라스트럭쳐, 운영 보안, PKI

33 o비지니스 마케팅 전략 시행에 있어 핵심 컨셉 및 전술적 선택의 파악
- 데모그래픽, 목표 시장, 포지셔닝, 계량화(metrics)

3.4 o비지니스에 있어 신뢰성의 역할 서술
- 개인정보 보호 윤리, o메일 흥보 지침

35 o비지니스 솔루션을 위한 서비스 지속성 및 재해 복구의 중요성 서술

3.6 『비지니스 솔루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조직 자원, 역량 및 보안 평가

- 공급자 신뢰성 평가

3 o비지니스 

전략 및 기획

3.7 유지보수 계획
-7x24 환경, 용량 계획

3.8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및 개발의 주요 요소 파악
- 프로젝트 준비, 롤-아웃, 제품 공개

3.9 온라인 오더 처리 및 제품 관리의 업무 흐름 서술

3.10 고객 지원의 핵심 요소 파악
- 헬프 데스크 콜 센터

4 비지니스 인프라 4.1 e■비지니스 인프라와 관련된 서버 기술 파악
- 신뢰성, 확장성, 비용, 결합, NAS. SNA, 스토리지

4.2 e■비지니스 인프라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 파악

43 e■비지니스 보안의 핵심 요소 서술
- 디지털인증, 방화벽, 인증, 프록시서버

4.4 재해 복구 계획 및 결함 허용을 위한 하드웨어 요소 서술

- UPS, RAID, B2B를 위한 시큐어 터널링

45 b비지니스 솔루션을 위한 대역폭 요인의 파악
-DSL, Tl, E1

4.6 무선 기술 및 관련 보안의 종류 파악 
-802.11.x, WAP

4.7 경영지식의 서술
- 포탈, 리포지터리, 전자메일, 관련 기술

4.8 e■비지니스 데이터 통신의 핵심 개념 서술
- 웹 서비스 XML,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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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자격들로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흐卜는 인터넷 

자격증인증시험 (KCIP) 자격인 인터넷전문가, 웹 

마스터 전문가, 웹페이지전문가, 정보검색사 4종과 

삼성 SDS가 주관하는 Professionals 자격 등이 존재 

한다 図］.

전자상거래관리사의 자격검정은 1999년 국가기 

술자격 종목개발 연구［1021］에 기초하여 2000년 9 

월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2003년에는 전자상거래관 

리사 1급 응시자의 현장경력 인정방법에 대한 연 

구［11］가 이뤄진바 있다.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가 공동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형 

식을 갖고 있으며 2005년까지 총 11회 시행되어 

1225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전자상거래관리사 

는 Electronic Commerce Manager 혹은 Electronic 

Commerce Consultant의 영문명으로 표기되기도 하 

지만 검정기관의 공식적인 영문표기명은 없는 상 

태이다. 2006년 현재 국가자격은 총 128개 종목이 

있으며 자격의 하위등급과 자격내 분야를 개별적 

으로 산정하면 총 499개 종목이 운영중이며, 국가 

자격 중 서비스 분야 자격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기 

능 및 기술자격의 검정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痢.

2.2 미국의 e-Blz+ 자격 현황

1980년대 초에 ISO나 IEEE에 대하여 표준화를 

제언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모여 설립한 CompTIA 

(The Computing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의 

자격은 업계 수요를 기초로 11종목의 자격을 개발 

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미국에 국한된 자격이 아 

닌, 전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자격으로서 자리매 

김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자격은 e-Biz+ 라는 자격 

이라 할 수 있다. CompTIA의 e-Biz+ 자격은 b비 

지니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지식을 증 

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24］.〈표 2〉는 e- 

Biz+ 자격의 출제영역의 구성과 세부분야 사항을 

정리하였다(CompTIA, 2003).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기초 개념, 斷비지니스를 추진할 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과 기술 등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IT기 

술자뿐만이 아니라 e•비지니스를 추진하는 사무직 

인재에게도 필요한 e■비지니스 기초지식을 망라하 

고 있어, 기술자만이 아니라 경영 직종, 마케팅이 

나 영업직 등의 종사자로서『비지니스에 대한 기 

술적 배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권장되고 있다. 2003 

년도에 발표된 시험 안내에 따르면, 시험은 총 70 

문항으로 구성되며 응시자에게는 9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문제는 다지선다 형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4개 이상의 선택지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응답 

을 선택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각 항목 간에 상 

호 연결을 시키는 형태의 연결형 문항이 출제되기 

도 한다. CompTIA E-Biz+ 자격의 출제 영역과 구 

성비율을 살펴보면, e-비지니스 컨셉 및 기초 

(20%), a비지니스를 위한 비지니스 실무(17%), b 

비지니스 전략 및 기획(35%), e■비지니스 인프라 

(28%)와 같이 구성된다.

2.3 호주의 자격현황

호주는 국가공인자격의 형태로서 전자상거래 관 

련 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자격과 훈련은 훈련 패 

7］^］(Training Package)라는 형태로 일체화 되어 있 

어, 필요한 연수와 이에 따른 자격 발급이 하나의 

기준과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232526］, 전자상거래 관련 자격은 Innovation & 

Business Skills Australia Ltd에 의해 개발,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자격에 대 

해서 Business Service 분야 훈련 패키지에서 다루고 

있다. Business Service 분야 훈련 패키지 ［26］가 취급 

하는 자격의 목록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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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호주 Business Service의 자격 취득 조건

등급및명칭 자격 취득 조건 비고

e•비지니스 

자격 수준3

총 12 유닛을 취득 63+4)
-수준 능력단위 중 지정된 범위 내에서 

5개 이상의 유닛을 취득

-Business Service 훈련 패키지 내의 관 

련 유닛을3개 이상취득

-Business Service 훈련 패키지의 비지 

정 유닛, 또는 다른 훈련 패키지의 유 

닛 중 자격 수준 에 해당하는 유大을 

깨 이상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유닛을 

취득

비지니스

자격 수준 4

총 10 유닛을 취득 6아3)
-4수준 능력단위 중 지정된 범위 내에 

서 5개 이상의 유닛을 취득

- Business Service 훈련 패키지 내의 

관련 유닛을 2개 이상 취득

- Business Service 훈련 패키지의 비 

지정 유닛, 또는 다른 훈련 패키지의 

유닛 중 자격 수준 쐐 해당하는 유닛 

을 2개 이상을 포함하여 총 3개의 유 

닛을 취득

b비지니스 

준학사

총 M닛을 취득 &㈤
- 준학사 수준 능력단위 중 지정된 범위 

내에서 개 이상의 유닛을 취득

- Business Service 훈련 패키지의 비 

지정 유닛, 또는 다른 훈련 패키지의 

유닛 중 자격 수준，에 해당하는 유닛 

을 깨 이상을 포함하여, 총 꽤의 유 

닛을 취득

e■비지니스 

개발자격 

수준 4

총 14 유닛을 취득 (7+7)
- 4수준 능력단위 중 지정된 범위 

내에서 7개 이상의 유닛을 취득

- IT 훈련 패키지의 동 수준 자격 

중 7개 이상의 유닛을 취득

T
 계
격
 

厂

연
자
 
L

전략적 

e-비지니 스 

개발 

준학사

총 12 유닛을 취득 (6+6)
- 준학사 능력단위 중 지정된 범위 

내에서 6개 이상의 유닛을 취득

- IT 훈련 패키지의 동 수준 자격 

중 6개 이상의 유닛을 취득

IT 
연계 

자격

e■러닝 

준학사

총 12 유닛을 취득 (6+6)
- 준학사 능력단위 중 지정된 범위 

내에서 6개 이상의 유닛을 취득

- IT 훈련 패키지의 동 수준 자격 

중(개 이상의 유닛을 취득

IT 
연계 

자격

전략적

비지니스

개발 상급준

학사

총 12 유닛을 취득 (6+6)
- 준학사 능력단위 중 지정된 범 

위 내에서 6개 이상의 유닛을 
취득

- IT 훈련 패키지의 동 수준 자격 

중 6개 이상의 유닛을 취득

- 

T
 계
격

-

연

자

〈표 4〉호주 e-비지니스 관련 유닛 목록

유닛 명칭유닛 수준

3 수준 

유닛

온라인 사업 정보 검색 및 평가 
전자 우편 시스템의 사용과 유지 
가상 커뮤니티에 참여 
온라인 구매 
온라인 판매 
온라인 지불 수행 
온라인 뱅킹 이용 
온라인 사무 기록 유지 
e■러닝 수행 
원격근무자로서 효율적 업무 수행

4 수준 

유닛

온라인 리서치 수행
온라인 신뢰 구축 정책 수행
전자적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
온라인 무역
온라인 재무 거래 수행

온라인 환경하의 기록 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적 관점에서 웹사이트 검토 및 유지관리 
온라인상의 고객 서비스 품질 유지관리 
원격근무자의 리드 및 친화 담당

준학사 

(Dtfcma) 
수준 

유닛

e■비지니스 기회의 평가
e■비지니스 모델의 평가
e■비지니스 설계
b비지니스 전략 시행

사업을 위한 신규 기술의 시행
비지目스 廟사이트의 계획 및 개발 
사업적 관점에서 웹사이트 관리 

가상 커뮤니티 구축
e■비지니스 아웃소싱 계약 수행
e■비지니스 아웃소싱 관리
b비지니스를 위한 지식경영 전략 수행 
전자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수행 
o러닝 계획 
b러닝 시행 
o러닝 촉진 
온라인 구매 관리
온書인 재고 관리

b비지니스 공급 사슬 관리
온라인 판매 시스템 관리
온라인 지불 시스템 관리
b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계획
V마커［팅 커뮤니케이션 수행

원격근무 비지니스 솔루션의 조사 및 계획 
원격근무 협약 시행 및 관리

상급 

준학사 

(Advanced 
Diploma) 
수준 

유닛

b비지니스 전략 개발
b비지니스 전략을 위한 행동 계획 개발 
사업을 위한 신규 기술의 평가 
비지니스 웹사이트 전략 개발 
e■비지니스 혁신의 파악과 시행 
e-雨시니스 위험 관리
e■비지니스 아웃소싱 정책과 지침의 개발 

온라인 정보 정책의 개발과 시행
b비지니스를 위한 지식경영 전략 개발 
전자 커뮤니케이션 정책 개발
e비지니스 인적자원관리 정책과 실무이 개발과 시행 
원격근무 정책과 지침의 개발과 시행 
온라인 고객 서비스 전락의 개발 

온라인 고객 충성도의 구축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이용 
e■비지니스 공급 사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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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지니스 e■비지니스 개발, 전략적 e■비지니스 

개발, 斷러닝 등의 4개 종목이라 할 수 있다

훈련 패키지 내의 자격은 상호 독립적인 유닛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유닛은 독자적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적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유닛은 한 분야당 수백 개에 이르며, 이들 

이 해당 자격에 맞도록 조합하기 위한 자격 편성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Business Service 훈련 패키지 

에서도 이는 유사하여,〈표 3〉과 같이 해당 훈련패 

키지의 迁비지니스 관련 자격은 다수의 공통 유닛 

중 일부를 선택하고 斷비지니스 관련 유닛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자격은 

IT 자격과의 연계 자격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 

과 정보기술 양쪽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 

문화 자격으로서 적용하고 있다.

Business Service 훈련 패키지를 구성하는 유닛 

중, b비지니스 자격에 대하여 할당된 유닛의 목록 

은〈표 4〉와 같다. 각 유닛은 각 수준에서 성취해 

야 할 능력을 명시하며, 각 수준별로 배분되어 있 

어 낮은 수준의 유닛을 바탕으로 고급 수준의 유 

닛을 취득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2.4 일본의 자격현황

일본은 전자상거래 및 衍비지니스에 대해 직접 

적으로 다루는 자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 

자상거래에 관련된 자격화 시도나 교육훈련 개발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처리추 

진기구(IPA)에서는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한 IT 

스킬 표준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연수 로 

드맵 개발, 커리어 개발, 평가 및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한 경력 인증 시스템이 

나 자격 시스템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들이 제시한 스킬 표준은 11개 직종에 대한 것 

으로서, 각 직종별로 세부적인 전문 분야가 존재하 

고 있다. 각 전문 분야는 1에서 7까지의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수준은 책임성 복잡성 사이 

즈 과업 특성 등의 요소를 기초로 구분되어 있다

e■비지니스에 관련된 스킬로서 명확히 명시된 

것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제시되어 있는 e■비 

지니스 솔루션뿐이지만, 다른 각 전문분야 및 직종 

역시 관련성을 가진 직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ag. Business Transformation. 미디어 이용 세일즈 

등), 전자상거래 및 既비지니스 인력을 해당 프레 

임워크 내에 충분히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위해 개발되 

어 적용하고 있는 훈련 커리큘럼 규정인 "시스템 

유닛 훈련 커리큘럼 집"에도 斷비지니스와 관련법 

규, 인터넷비지니스 기법, 斷비지니스 경영전략, a 

비지니스 마케팅 등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들이 존 

재한다 [15].

3. 전자상거래관리사 직무분석

본 장에서는 전자상거래관리사의 직무, 과업, 그 

리고 능력을 정확히 도출하기 위해 직무분석 기법 

을 적용하였다. 우선 기존의 직무분석 자료 

[12,13,14], 2장의 자격현황, 그리고 관련 문헌연구 

[21,1&201이를 통하여 직무의 개요와 과업을 도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현장 전문가 면담 

과 회의토론을 수행함으로써 세부내용을 비교 확 

인하고 새로운 과업들을 추가하였다. 이후 직무분 

석 워크숍을 실시하여 과업과 과업별 지식, 기술, 

요구수준을 분석하였다.

직무분석 및 검증에 참여하는 현장전문가의 수 

준은 본 직무분석 결과의 품질을 좌우할 만큼 매 

우 중요하므로 우수한 현장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기업체에 전문가 참여를 

요청 해 이 뤄 졌으며 , 참여 전문가는 개 발참여 집 단과 



54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2권 제2호

검증집단으로 구분되며 참여 전문가는 직무분석 

워크숍에 참여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검증집단 

은 분석 결과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1 직무분석 （Job Analysis） 수행방법

전자상거래관리사 직무분석은 사전준비, 1차 직무 

분석, 그리고 2차 직무분석의 3단계로 수행되었다.

3.1.1 문헌연구 및 개정방향 설정

본격적인 직무분석에 앞서 사전준비 단계로 전 

자상거래관리사의 직무분석에 참여할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해당 직무와 관련한 자격현황 문헌, 출 

제기준, 기존의 직무분석 자료 그리고 전자상거래 

교과과정 연구[4]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확인하 

고 본 연구의 출제기준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 또한 검토 자료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관리 

사의 직무 범위와 지구업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과업을 도출하는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기존의 전자상거래관리사 출제기준을 정 

리하면, 필기시험의 경우 1급/2급 시험과목은 전자 

상거래 기획,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 

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이 

고 각 과목당 문항 수는 1급은 彼항（법규 4如문 

항）, 2급은 40문항（법규 理항）이며 제한 시간은 1 

문항 당 1분이고 출제방식은 모두 객관식이었다. 

실기시험의 경우 1급은 전자상거래 실무, 2급은 전 

자상거래 구축기술에 관해 작업형 시험을 실시하 

고 있었다[1321,10].

기존의 전자상거래관리사 시험과목 및 출제기준 

을 검토한 결과, 각 시험과목 별로 전자상거래관리 

사 1급의 출제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 

았다.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시험과목의 경우 1 

급의 시험과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전자상거 

래 기획 시험과목의 경우 2급의 출제기준 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전자상거래 

관리사 1급과 2급의 수행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며, 2급의 경우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시험내용이 많음이 파악되었 

다. 따라서 현행 출제기준의 적절성과 각 시험과목 

별 1급 출제기준의 마련하고 1급과 2급의 직무 정 

의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황석해 외 [21]의 전자상거래관리사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와 중앙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사전[13] 

에 제시된 전자상거래관리사 관련 직무분석 자료 

를 검토한 결과, 각 직무의 범위가 크고 너무 다양

〈표 5> 시험과목별 출제기준 개정방향

험
목
 

시
과 세부 내용 개정 방향

전자 

상거래 

기획

1.전자상거래 사업 

전략 수립

2전자상거 래 마케 

팅 기획

3전자상거래 상품 

기획

4전자상거래 프로 

젝트 관리

• 각 세부 내용에 대한 

적절성

• 세부 내용 1. 2항이 2 
급 출제기준으로의 적 

합성

• 세부 내용 3, 4항의 2 
급 출제기준 마련

• 전자상거래 기획관련 

신규 세부 내용 추가 

여부

전자 

상거래 

운영 및 

관리

1. 전자상거래 프로 

세 스

2. 전자상거래 결제

3. 고객관리 및 서비스

4. 사이트 관리

• 각 항목별 1급 출제기 

준 도출

• 각 항목별 2급 출제기 

준의 적절성

•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신규 내용 추가 

여부

전자 

상거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L전자상거래와 컴퓨 

터 시스템

2 네트워크와 인터넷

3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

4 전자상거래 보안가술

・ 각 항목별 1급 출제기 
준 도출

・ 4 항목별 2급 출제기 

준의 적절성

・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 

영 및 관리 신규 내용 

추가 여부

전자 

상거래 

관련 

법규

1. 기본 법규

2. 관련 법규

•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신규 내용 추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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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무로 구성되어 있어 직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예로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설 

계 및 구축, 네트워크 관리 등이 그러하다. 또한 

직무를 구성하는 과업 (Task)의 범위가 너무 크게 

제시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국내외 자격현황을 검토한 결과, 미국과 

호주의 전자상거래 자격의 범위와 세부사항 및 유 

닛들을 출제기준 개선방안의 세부사항으로 참조하 

여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미국의 b 

Biz+자격이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범위와 유사하 

다면 호주의 e■비지니스 자격은 전자상거래운영사 

와 관리사 자격범위와 일부 IT자격범위를 연계하 

고 있어 면밀한 유닛의 채택이 필요하다. 대학의 

관련학과 전자상거래 교과과정 [4]을 검토한 결과, 

EC핵심, 기술, 비지니스의 영역별로 제시된 학부 

와 대학원의 교과목과 중요도를 전자상거래관리사 

출제기준의 세부내용 도출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 

며 특히 시험과목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 

내용 도출에 해당교과목의 지식 명을 채택함으로 

써 학위와 자격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고 기존 전자상거래 

관리사 시험과목별 출제담당자, 출제의원, 현장전 

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표 5〉와 같이 출제기준 

개정 방향을 설정하였다.

3.1.2 1차 직무분석

본 단계에서는 전자상거래관리사의 직업의 형태 

및 구조 주요 과업 등을 분석하였다. 1차 직무분석 

의 주요 목적은 기술 및 경영 환경변화로 인해 바 

뀐 직무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향후 중요시될 수 

있는 과업 등 산업현장의 요구를 2차 직무분석 전 

에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직무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방법은 주로 현장전문가 

면 담법 (SME Interview, Subject Matter Expert 

Interview)을 사용하였으며 보조적인 방법으로 관 

찰법을 사용하였다.

면담법 (SME Interview)은 특정 직무에 대하여 

오랜 경험을 통해 많은 지식과 숙련된 기능을 가 

지고 있으면서,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과 직접 만나 면담을 하면서 분석하는 방법 이 

다. 면담으로 분석에 협조하는 사람은 시간에 제약 

을 받지 않도록 미리 소속 기관장의 허락을 얻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발적 이며 능동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전자상 

거래관리사 직무분석에서는 현업전문가 면담을 통 

하여 전자상거래에서 직무범위에 대한 범위와 주 

요 업무영역을 확인하고 워크숍 진행의 사전자료 

를 수집하는 주된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관찰법은 

분석자가 직접 작업자의 곁에 서서 직무 활동의 

실제를 상세하게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는 방 

법 이다. 전자상거래관리사가 서비스분야 사무관리 

직에 속하여 관찰법을 적용하는 것이 다소 무리는 

있지만 직무의 환경이나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 판단되어 보조적인 방법만으 

로 활용하였다.

본 수행과정의 현장전문가 면담조사는 50여 기 

업체를 접촉한 결과 15명의 현업전문가가 선정되 

어, 이메일을 통하여 사전 질문사항을 전달하고 방 

문 및 전화를 통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직무분석에서 제시된 과업의 단위가 너무 포괄적 

이어서 대부분 수행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시스템 구축의 경우 전자상거래 관리사가 직 

접 수행하는 회사도 다소 존재하고 있었으나 대부 

분 외주업체에 개발을 의뢰하거나 기업내 IT전문 

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결과, 

전자상거래관리사의 업무를 크게 기획, 개발, 운영 

관리(마케팅 포함)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각 세부 

적인 과정 및 업무 명칭은 회사마다 큰 차이를 보 

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과업은 데이 

컴 직무분석 워크숍에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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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DACUM 절차 및 주요 내용

구분 직무분류 직무정의 직무모뗄링 검증
과업/기술 

행렬표작성

코스/겨술 

행렬표작성
로드맵

내용 직무분류
과제 정리

기능정의

책무 (Duty) 설정 

과업 (Task) 분류

교육 필요점 

과업중요도 조사

직무모델 확정

K/S/T 분류 

과업/기술 

행렬표 작성

코스/기술 

행렬표 작성 

즉?，、立"투 

파일 작성

교육체계 

수립검증

방법
관랴자및 

전문가 안타뷰

내용전문가

선정인터뷰

워크샵

워크샵
설문지

인터뷰

워크샵

인터뷰

3.1.3 데이컴 직무분석

본 단계에서는 각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과업. 

과업요소 관련지식, 기술, 요구수준을 도출하였다 

분석 방법은 7명의 현장전문가와 직무분석 전문가 

를 구성하여 직무분석 워크숍(DACUM Workshop) 

을 진행하였다.

DACUM은 ，lDeveloping A CUrriculuM”의 줄인 

말로 1970년대 미국 Ohio 주립대에서 개발되었고 

교육훈련 목표와 내용을 비교적 단시간 내에 추출 

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 

업현장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직무분석의 한 기 

법이다[2728]. DACUM 직무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은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 해당 직무에 

서 탁월하다고 평가 받는 사람은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정의하고 기술할 수 있다. 둘째, 해당 직무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에 의해 직무가 정의 

될 때 가장 효과적이고 명확하다. 셋째, 어떤 작업 

(Task) 이든 간에 그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이 있다. DACUM을 실시 

하기 위한 구성원은 해당 직무 분야에 종사하는 

현업 전문가(5〜7명)와 진행자(Facditator), 기록자 

(Recorder), 참관자(Observer： 교육훈련전문가,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다[Z7]. 참여전문가의 수준을 일 

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 

자, 해당 기업체에서 우수성과자(H泌-perfbrmer)로

〈그림 1> 직무분석 워크숍을 통한 직무 모델링

인정받는 자, 그리고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을 잘 알고 표현할 수 있는 자로 워크숍 패널을 

구성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거래 유형을 고려하 

여 각각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도출하 

고자 B2B 전문가 3인, B2C 전문가 4인을 워크숍 

패널로 선정하였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표준 

개발팀의 직무분석 전문가를 참여시켜 직무분석 

진행 절차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고 워크숍 진행 

방법은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 작업에 적용되는 

워크숍 진행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직무분석 워크숍을 통하여 직 

무를 구성하는 책무(Duty), 과업 (Task)을 도출하 

고 직무모델(Job Model)을 설정하였다. 책무는 맡 

은 업무의 넓은 영역 혹은 일반적 책임 영역에서 

관련성 있는 과업들을 하나로 묶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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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전조사 및 분석

A-1
정부정책 및 외부 
환경 분석하기

A-2
관련 업계 시장조사

A-3
목표 고객 및 요구 
분석하기

A-4
동종 기업 및 사업 

모델 조사 및 분석

A -5
유형, 무형 상품 
조사하기

每품 및 거래서비스 

계획수립

B-1
상품 및 컨텐츠기 
획하기

B-2
거래 방식 선정하기 
（경매, 중개, 판매 등）

B-3
가격 비교에 따른
거래 업체 선정하기

C-1
개발 환경 결정하기

02
영업 제휴에 따른 
기능 고려하기

0-3
사용자 정보 입력 
범위 분석하기

C-4
보안, 인증을 고 
려한 거래 흐름 
설계하기

C-5
보안 체계 설계하기

C-6
거래에 필요한 전 
자문서 표준화하기

C-7
주요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부
가서비스 계획하기

C-8
사이트 운영에 필 
요한 DB설계하기

09
은행 등의 관련 
기관과 연계하기

D.
B2C 사이트 운영 기획

D-1
컨셉 도출하기（사 
이트 개발 범위 규 
정하기）

D-2
사이트 개발 인력 
운용 기획하기

D-3
각 메뉴별 기능 정 
의하기

D-4
상품 카테고리 
설계하기

D-5
네비 게이션 및 UI 
설계하기

E.
사이트 및 서비스 구 
축 관리

E-1
기획에 따른 요구 
제 시 （스토리 보드 
저i 시）

E-2
개발업체의 시안 
검증하기

E-3 
개발업체에 수정 
요구하기

E-4 
검수하기

시스템 구축

F-1
타기관. 은행 시스 
템 이해하기

F-2
웹서버 구축하기

F-3
웹사이트를 위한
DB 구축하기

F-4
보안, 인증 지불 
게이트웨이구성

F-5
웹사이트 디자인

F-6
네트워크 디자인 
및 설치하기

G.
시스템 운영

G-1 
서버 운영하기

G-2
웹사이트 유지 보 
수하기

G-3
서바］, 사이트 오류 

체크 수정

G-4
DB 관리하기

H.
마케팅 관리

H-1 
상품 관리하기

H-2 
광고 관리하기

H-3
제휴 및 회원사 관 
리 하기

I.
고객 지원 서비스 운영

1-1
고객 지원 업무 관 
리하기

1-2
결제 흐름 관리하기

1-3
배송 관리하기

1-4
인증, 보안 처리
하기

J.
일반적 운영 업무

J-1
업무 지식 축적하 
기 （문서）

J-2
관련법률 및 제도 
파악, 적용

J-3
운영원칙 준수하기

〈그림 2> 직무 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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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직무에 8〜12개 정도의 책무가 포함된다. 

과업은 제한된 시간 안에 수행되는 분명히 구분되 

고 관찰 가능한 업무활동으로서, 결과물, 서비스의 

산출 혹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우수한 

업무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자격대상이 반드시 달 

성해야 하는 능력을 일컫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하 

나의 책무에 6〜3Q개 정도의 과업이 포함되어 있 

다[27]. 이상의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전자상 

거래관리사의 책무, 과업을 결정하였다.

3.2 직무분석의 직무모델링 결과

직무분석 방법은 분석대상 직업에 따라 다양하 

다.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는 분석대상 직무의 

성격, 수집 자료의 용도 주어진 분석 조건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된 방범으 

로 면접법과 DACUM법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하였 

다. 전자상거래관리사의 관련 산업과 직무의 특성 

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고 8명의 패널로 구성된 2차 직무분석 워 

크숍을 실시하여 직무정의, 책무, 과업, 필요지식, 

기술 등을 도출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리사의 직무범 위 

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전자상거래는 거래 주체 

별 관계를 중심으로 구분하면 기업간 전자상거래 

(B2B),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기업과 

정부간 전자상거래(B2G)로 분류할 수 있다 

[5679,19]. 전자상거래는 다양한 정의와 분류에서 

와 같이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 

념이어서 하나의 직무로 분석하기에는 불가능하 

다. 기존의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관리사 자 

격은 기업 및 관련기관의 효율적인 전자상거래를 

운영 • 관리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활동에 필요한 

고객, 마케팅, 상품, 배송 서비스 사이트 전략 등 

을 수립하고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설 

계 • 관리 • 운영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12]. 또 

한 중앙고용정보원의 직업전망세 14]에 따르면 전 

자상거래 전문가는 가상공간에 시장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물류 및 마케팅 등 경영분야와 관 

련 법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부, 기업, 개인 

등의 경제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적 방식 

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을 활성화시켜 

주는 일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관리사 

직무의 범위는 전자상거래 현황, 문헌의 다양한 정 

의와 분류, 그리고 기존 검정기관의 직무정의와 직 

업전망서의 직무범위를 고려하여,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와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업무를 포 

괄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직무분석 연구에서는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와 기업과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업 

무를 포괄하여 전자상거래를 기획, 운영, 관리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관리사의 직무를 분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관리사 직무 범위 

를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여 전자상거래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하는 각종 인프라를 구축 • 설 

계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전자상거래관리사 직무의 범위를 정의하 

고 1차 현업 전문가 인터뷰와 전자상거래관리사 

관련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3명의 B2B 전문가, 4인의 B2C전 

문가 그리고 1명의 직무분석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8명의 현업 전문가가 참여한 직무분석 워크숍 

을 개최하여〈그림 2〉와 같이 B2B와 B2C 업무를 

포괄하는 1。개의 책무를 제시하고 하위 46개의 과 

업을 도출하여 직무모델을 구성하였다. 또한 45개 

과업들 각각에 대하여〈표 7〉과 같은 작업명세서를 

현업종사자가 작성하게 함으로써 작업요소 성취수 

준, 관련지식, 관련기술을 도출하였다. 작업명세서 

의 조사내용들 중에서 각 과업별로 도출된 관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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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작업명세서 예시

1.작업명 ①

A-1. 정부정책 및 외부환경 분석하기

2.성취 수준

（작업표준） ②

전자상거래를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정부 정책 및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자 

신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3•작 업 요 소 ③

(1)
(2)
(3)

(4)
(5)

(6)

(7)

사업과 관련된 정부조직, 협회 사이트를 탐색한다.

관련 협회 등과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법률제정과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영향 

을 분석한다.

정치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영향을 분석한다.

정보매체（신문, 뉴스 등）를 통해 관련분야의 정보를 탐색하여 문화이슈 및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영향을 분석한다.

기업에 긍정적인 정책이 있으면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여 자사에 반영한다.

자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살펴 적용한다.

제안할 사항이 있다면, 정부 측에 건의 둥 제안서를 통해 제안한다.

4 제 한사 항④

외부 환경 분석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요인이 될 수 있으 

므로 평상시 정보 수집과 변화에 따른 변화를 유추할 수 있도록 늘 연구해 

야 할 사항이며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5. 관련지식 ⑤

O 정부시책 관련 지식

。법률지식

O 회계지식

。정부의 관련 규정 및 권고사항

O 공정거래법률

O 사회적 문화 이슈와 유행의 이해

。정치 환경의 이해

6. 관련기술 ⑥

O 관련 부처 탐색 능력

O 담당자와 상담 능력

O 정보수집 및 가공 기술

。엑셀 고급 활용 기술

O 파워포인트 고급 활용 기술

O 문서작성 고급 활용 기술

7. 재료 ⑦

O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O 표작성. 프레젠테이션 제작,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O 프린터

O 시사 잡지 및 신문

O 메모지

O 전화기

O 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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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⑤번 항목)과 관련기술(⑥번 항목)을 별도로 

취합하고 정리하여〈별첨 I〉에 표로 제시하였다.

4. 직무분석 결과의 검증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직무분석에서 도출된 과업들을 현 

장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그 타당성 

과 적절성을 검증한 수행방법과 결과를 제시한다. 

3장의 데이컴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직무모델링 

과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각 과업마다 중요도 난 

이도 빈도를 평점하였다. 검증 단계의 수행방법은 

설문지법과 현장전문가 면담법을 사용하였다. 설 

문지법은 정량조사를 위한 수행방법으로 직무분석 

결과에 대한 기업체 동의와 타당성을 대단위 설문 

을 통하여 검증하였고 면담법은 정성조사를 위한 

수행방법으로 직무분석 결과에 대해 관련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누락 과업 및 타당성을 검 

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석 범위, 과업 도출, 과업 

요소 지식, 기술 등 각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능 

력과의 일치성을 극대화되도록 하였다.

4.1 검증 방법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한 과업은 전자상거래의 

유형 및 종류를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업계에 종사 

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조사항목은 과업 

목록 검증을 위해 각 과업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빈도를 포함하고 과업의 적절성과 일반사항으로 

성별, 학력, 근무경험, 산업분포 그리고 보유자격을 

포함하였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을 고려하여 전문가 추천 및 

무작위 선정을 통하여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 

하여 12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회수율 423%를 

보였다. 본 조사의 설문수는 전체 전자상거래관리 

사 직종을 대표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지만 기존 

의 유사사례와 산업현장의 요구능력을 잘 반영했 

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직업능력표준과 비교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응답자중 87명(685%)이 남성으로 나타났 

으며, 응딥•자 중 전문대졸 15명 (1L82%), 대졸이 91 

명(71.65%), 대학원졸이 17명(13_38%)로 전자상거래 

직종 종사자의 학력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근무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중 1년 이하의 경 

력을 가진 종사자가 30명(2&62%), 1〜3년 이하가 

41명(32龄%), 3~5년 이하가 38명(2&92%), 5〜10년 

이흐)•가 18명(1418%)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직 

종의 경우 5년 이하 경력자가 전체 龄%에 육박 

할 만큼 재직기간이 타 직종에 비해 길지 않았으 

며,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신생 직종에 속함을 알 수 있었다.

조사결과 응답자 소속회사의 전자상거래 유형에 

관해서는 거래유형이 B2B인 응답자는 49명으로 

3427%로 나타났으며, B2C의 경우 48명으로 3357% 

로 나타났다. 또한 B2G는 22명 1538%, 기타 유형 

이 24명 1678%로 나타났다. 또한 B2B나 B2C, B2B 

나 B2G등 한 회사가 여러 가지 유형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도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들의 관련 자격의 보유에 관해서는〈표 

8〉과 같이, 전자상거래 관련 직종 종사자들은 대한 

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을 비롯하여 IT 

관련 국제공인자격, IT관련 국내 자격을 보유하는 

등 전자상거래 분야 종사자들은 대체적으로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두개 이상의 자격 

을 소유한 사람도 09%로 나타났다. 또한 자격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 전문대학/대학 등의 학 

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음으로 응답한 사람도 

있어 실제 하나 이상의 자격을 소유한 사람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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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자격보유 응답자 분포

자격 자격 보유수 비율(%)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 관리사
52 30.77

국제공인 자격 10 5.92

IT 관련 자격 33 1953

전문대학/대학 등 학위 30 17.75

없음 37 21.89

기타 7 4.14

Total 169 100.00

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4.2 과업검증의 결과분석

우선 본 연구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제시된 과업 

목록의 적절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표 9〉의 조 

사 결과와 같이 전체 응답자 127명 중 92명 

(7244%) 이상이 본 직무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과 

업 목록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다고 응답하여 본 직 

무분석의 과업목록은 현장의 직무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과업별 중오도 난이도 빈도에 대한 설 

문검증을 실시하였으며,〈표 10〉와 같은 결과를 얻 

었다

검증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중요도를 기 

준으로 목표고객 및 요구분석하기〉보안체계 설

〈표 9> 과업목록의 적절성 응답자 분포

과업목록의 적절성 응답자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0.79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3.15

보통이다 30 23.62

잘 제시된 편이다 70 55.12

매우 잘 제시되었다 22 1732

Total 127 100.00

계하기 ) 상품 및 컨텐츠 기획하기〉관련업계 시 

장조사하기〉웹사이트 디자인하기〉경쟁기업 사 

업모델 조사 및 분석하기〉DB관리하기 순으로 

중요한 업무로 파악되었으며, 난이도를 기준으로 

는 보안체계 설계하기〉목표고객 및 요구분석하 

기〉보안 인증을 고려한 거래흐름 설계학기〉각 

메뉴별 기능 정의하기〉상품 및 컨텐츠 기획하기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빈도를 기준으로는 목표 

고객 및 요구분석하기〉관련업계 시장조사하기〉 

고객지원업무 관리하기〉웹 디자인하기〉상품 

및 컨텐츠 기획하기 등의 순서로 자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자상거래관리사는 전 

자상거래를 위한 목표고객을 포함하는 시장분석, 

상품기획, 보안체계 설계 등의 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과업검증의 결과를 출제기준 개 

선방안 에 반영하였다.

〈표 10> 과업검증 결과

책무 과업 목록 중요도 난이도 빈도

A. 사전 조사 및 분석

A-1. 정부정책 및 외부환경 분석하기 3.89 3.44 3.19
A-2. 관련 업계 시장 조사하기 446 3.68 355
A-3. 목표 고객 및 요구 분석하기 439 3.88 355
A2. 동종 기업 및 사업모델 조사 및 분석하기 4.08 364 3.29
A-5. 유형, 무형 상품 조사하기 3.44 3.29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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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품 및 거래서비스 계획수립

B-1. 상품 및 컨텐츠 기획하기 4.27 3.81 335

B-2. 거래 방식 선정중！기（경매. 중개, 판매 등） 3.42 337 2.67

B-3. 가격 비교에 따른 거래 업체 선정하기 3.57 3.26 2.74

C. B2B 사이트 운영기획

C-1. 개발 환경 경정하기 3.76 332 2.92

C-2. 영업 제휴에 따른 기능 고려하기 3.51 322 2.61

C-3. 사용자 정보 입력 범위 분석하기 3.41 3.16 2.88

C-4. 보안, 인증을 고려한 거래 흐름 설계하기 4.01 3.86 2.97

C-5. 보안 체계 설계하기 439 3.92 2.93

C-6. 거래에 필요한 전자문서 표준화하기 3.70 3.45 2.88

C-7. 주요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부가 서비스 계획하기 3・78 351 3.12

C-8.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DB설계하기 3.98 3.72 3.04

C-9. 은행 등의 관련기관과 연계하기 3.63 332 254

D. B2C 사이트 운영기획

D-1. 컨셉 도출하기（사이트 개발범위 규정하기） 388 3.63 323

D-2. 사이트 개발 인력 운용 기획하기 3.95 3.67 3.23

D-3. 각 메뉴별 기능 정의하기 3.82 3.82 2.99

D-4. 상품 카테고리 설계하기 359 3.24 2.86

D-5. 네비게이션 및 UI 설계하기 385 3.53 3.19

E. 사이트 및 서비스 구축 관리

E-1. 기획에 따른 요구제시（스토리보드 제시） 3.88 3.62 333

E-2 개발 업체의 시안 검증하기 3.67 336 2.88

E-3. 개발업체에 수정 요구하기 359 33。 3.05

E-4. 검수하기 3.71 3.47 3.11

F. 시스템 구축

F-1. 타기관, 은행 시스템 이해하기 330 324 2.28

F-2. 웹서버 구축하기 3.83 3.40 2.95

F一& 웹사이트를 위한 DB구축하기 3.88 357 aoi

F-4. 보안. 인증 지불 게이트웨이 구성하기 3.85 3.80 2.56

F-5. 웹사이트 디자인하기 4.17 3.48 3,40

F-6. 네트워크 디자인 및 설치하기 3.51 332 2.72

G. 시스템 운영

G-1. 서버 운영하기 3.90 328 3.06

G-2. 웹사이트 유지보수 하기 3.80 3.27 3.28

G-3. 서버, 사이트 오류 체크하여 수정하기 3.65 2.99 3.12

G-4 DB관리하기 4.04 3.44 3.18

H. 마케팅 관리

H-1. 상품 관리하기 3.86 3.23 327

H-2. 광고 관리하기 3.67 3.52 3.27

H-3. 제휴 및 회원사 관리하기 351 330 3.05

I. 고객 지원 서비스 운영

1-1. 고객 지원 업무 관리하기 3.85 3.26 3.47

1-2. 결제 흐름 관리하기 3.59 3.18 3.04

1-3. 배송 관리하기 358 2.94 299

1-4. 인증, 보안처리하기 3.82 3.65 2.78

J. 일반적 운영 업무

J-1. 업무 지식 축적하기（문서） 3.48 3.05 327

J-2. 관련 법률 및 제도 파악, 적용하기 3.71 3.41 3.01

j-a 운영원칙 준수하기 3.60 3.12 a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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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제기준 개발과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된 직무분석의 결과와 

4장에 제시된 검증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상거 

래관리사 출제기준 개선안을 설계하며, 출제기준 개 

선안에 대한 검증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설계안을 확정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5.1 츤제기준 개발

전자상거래 관리사 출제기 준의 세부기분을 개발 

하기 위해서〈표 6〉에 표현된 DACUM 절차들 중 

에 직무분류, 직무정의, 직무모델링, 검증을 3장과 

4장의 기술내용과 수행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이후 

과정인 과업/지식 행렬표 작성 （Matrix Analysis） 방 

법과 과업/세부지식（혹은 코스） 행렬표 작성 방법 

을 적용하였다. 이후 출제기준 변경（안）에 대하여 

출제기준 검증 전문가위원회 5인에게 최종적인 검 

토를 의뢰하였고 검토의견을 최종 취합하여 출제 

기준을 확정하였다. 특히 관련학과 교수를 포함한 

교육전문가가 검증 전문가위원회에 참여하여 자문 

과 수정과정을 수행하였다.

본 출제기준 설계과정을 도식화하면〈그림 3〉과 

같다.

과업/지식 행렬표 작성과 과업/세부지식 행렬표 

작성을 위해서, 먼저,〈별첨 I〉에 제시된 과업별 지 

식과 기술을 전자상거래관리사의 시험과목과 각 

시험과목의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 세부항목으 

로 유목화（Grouping）하였다. 유목화과정은 2차 직 

무분석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되었으며 , 유목화과 

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기획,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 

법규 4개 시험과목을 설정하였다. 이 결과는 기존 

출제기준의 4개 시험과목명에 변경이 없으며 각 

과목을 구성하는 세부기준이 변경되었다.

각 시험과목의 세부 출제기준을 설정하고자 먼 

저〈표 11〉과 같이 과업/중분류-지식 행렬표 분석 

을 수행함으로써 시험과목별 중분류 수준의 세부 

출제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목화된 지 

식과 기술을 핵심지식 항목과 관련지식 항목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과업과 중분류 지식간의 연관도를 

고려하여 기존의 출제기준과 비교해 새로운 출제 

내용을 추가하고 대응성이 적은 지식을 삭제하거 

나 유목화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또한 동일한 방법 

으로 행렬표 분석방법을 4개 시험과목별로 각 시 

험과목 하위에 존재하는 소분류 지식들을 대상으 

로 과업/소분류-지식（세부지식） 행렬표을 작성하 

여 연관도를 고려함으로써 각 시험과목별 중분류 

하위의 소분류 지식수준의 세부 출제기준을 설정 

하였다.

이런 유목화 과정과 과업/지식 행렬표 분석과정 

을 통해 출제기준（안）을 작성하였으며 검증 전문 

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취합• 정리하여〈별첨 ]!〉 

와 같이 출제기준 개선안을 확정하고 제시하였다. 

최 종적 으로 전자상거 래 관리 사의 출제 기 준은〈별첨 

U〉와 같이 1급의 경우, 4개 시험과목의 9개 대분 

류, 19개 중분류 및 72개 소분류 지식으로 작성되 

었으며, 2급의 경우, 4개 시험과목의 9개 대분류, 17 

개 중분류 및 49개 소분류 지식으로 작성되었다.

〈그림 3> 연구범위와 출제기준 설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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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과업/중분류-지식 Matrix

시험

과목

과업

차
거
 사
전
 수
 

전
상
래
업
략
립

웹 사 

이 트 

컨셉 

도출

자
거
상
기
 

전
상
래
 품
획

터
마
팅
략
 

• 

얀
넷
케
전

자
거
 프
젝
관
 

전
상
래
로
 
트
리

자
거
 프
세
 

전
상
래
 로
 스

자
거
결
 

전
상
래
재

사 이

트 설 
示

이
운
 

사
토
 영

탹
쳬
 

전
적
 휴

자
거
서
관
 

一
 

전
상
래
버
리
 
-

냬 트 

워크

자
거
시
템
리
 

천
상
래
스
관
 
,

시 스 

벰 보

자
거
관
법
 

一
 

전
상
래
련
 규

자
거
관
정
 

전
상
래
련
책

자
거
기
실
 

젼
상
래
획
무

자
거
운
실
 

천
상
래
 영
무

A-1 © ◎ ◎ ◎ © ◎ ◎
A-2 ◎ ◎ © © ©
A-3 © ◎ ©
A-4 ◎ ◎ ◎ © <9
A-5 ◎ © ◎ ◎
B-1 ◎ ◎ ©
B-2 ◎ ◎ ◎ ◎ ◎ ◎ ◎
B-3 ◎ ◎ ◎ ◎ ◎
C-1 ◎ ◎ ◎ <9 ◎
C-2 © ◎ ◎ ◎
C-3 ◎ ◎ ◎ ◎ ◎ ◎ ◎ ◎
C-4 o ◎ ◎ ◎ ◎
C-5 ◎ ◎ ©
C-6 ◎ ◎ ◎
C-7 ◎ © ◎ ◎
C-8 ◎ ◎ ◎ ◎ ◎ ◎
C-9 ◎ ◎ ◎ ◎ ◎ ◎
D-1 ◎ ◎ ◎ ◎
D-2 ◎ © ◎ ◎
D-3 ◎ © ◎ ◎ © ◎ ◎ ◎ ©
D-4 © ◎ ◎ ©
D-5 ◎ ◎ ◎ ◎
E-1 ◎ ◎ ◎ ◎ ◎ ◎
E-2 ◎ © ◎ ◎ ◎ ◎ ◎ ◎ ◎ ◎
E-3 ◎ ◎ ◎ ◎ ◎ ◎
E-4 ◎ ◎ ◎ ◎ ◎ ◎ ◎ ◎ ◎
F-1 © ◎ ◎ ◎ ◎ ◎
F-2 ◎ ◎ ◎
F-3 ◎ ◎ ◎ ◎ ©
F-4 ◎ ◎ ◎ ◎ © ◎

F-5 ◎ © ◎ ◎
F-6 ◎ ◎ ◎ © ◎

G-1 ◎ ◎ ◎ ◎ ◎ ◎

G-2 ◎ ◎ ◎

G-3 ◎ ◎ ◎ © ◎ ◎ ◎
G-4 ◎ ◎ ◎ ◎ ◎

H-1 ◎ ◎ ◎ ©
H-2 ◎ ◎ ◎
H-3 ◎ ◎

1-1 ◎ ◎ ◎ ◎ ◎

1-2 © ◎ ◎ ◎ ◎

1-3 ◎

1-4 ◎ ◎ ◎

J-1 ◎ ◎ ◎ ◎ ◎

J-2 ◎ ◎ ©
J-3 ◎ ◎

®- 핵심지식, ◎:관련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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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추제기준 개선방안

이상의 출제기준 개발결과에 따른 전자상거래관 

리사 출제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정리 

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기획과 관련된 업무는 1급에서 

주로 다루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1급에 

출제내용이 없던 사업전략 수립, 컨셉 도출 등 전 

자상거래 전략기획관련 과목을 1급 과목으로 신설 

하여 추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상품 

기획관련 2급 시험과목으로 상품개발의 이해, 인터 

넷 마케팅 전략의 이해 등의 과목을 신설하여 추 

가하였다.

둘째,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영역에 대해서 1 

급에 전자상거래 프로세스 설계, 사이트 설계 및 

관리, 인터넷 광고 전략 등에 관한 과목을 신설하 

여 추가하였다. 2급에는 상품/회원/결제 정보관리. 

인터넷 광고 및 PR 촉진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 

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셋째,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영역에 

서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서는 1급의 

경우 각종 서버 설계 및 관리,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완을 중심으로 과목을 신설하거나 추가하였다. 

단, 전자상거래관리사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험문제 개발 시 직접개발에 관련된 문 

항을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급의 경 

우 각종 서버,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이해 정도의 

수준에서 출제과목을 신설하거나 추가하였다.

넷째,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의 경우 2급에 전자 

거래기본법 등 포괄적인 법규를 다루고 1급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을 다루도록 개정하였다. 

본 출제기준을 바탕으로 시험문제 개발 시 최근의 

사례를 추가할 것을 제언하는 바。冋. 또한 1급의 

경우 다른 과목과 비교하여 문항수과 상대적으로 

많으며 문항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또 

한 1급의 경우 전자상거관련 정책 동향에 대한 시 

험과목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1급은 전자상거래 

전략수립, 인터넷 마케팅 전략 수립, 웹사이트 컨 

셉 도출 등 전자상거래 기획과 관련된 세부내용으 

로 복합적 상황의 사례해결 문제 방식으로 출제할 

것을 제언한다. 2급의 경우 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능력을 평가하되 사이트 구축에 치중하는 것은 곤 

란하다.

여섯째, 과목별 문제수를 조정하였다. 전자상거 

래관리사 1급은 기획관련 과목의 문항수를 늘리는 

등 그 비중은 높이고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관련 

과목의 문항수는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반 

대로 2급은 기획 관련 과목의 문항수를 줄이고 대 

신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관련 과목의 문항수를 늘 

리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1급은 기획 

관련 과목의 문항수를 50에서 60으로 늘렸고 운영 

관련 과목의 문항수를 50에서 40으로 줄였고 관련 

법규관련 문항도 40에서 30으로 줄였다. 2급은 기 

획관련 과목을 40에서 30으로 줄이고 운영관련 과 

목의 문항수를 40에서 50으로 늘렸다.

6.결  론

6.1 연구결론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관리사 직무분석을 통하여 

주요한 직무, 직무범위, 과업들을 확인하였으며, 과 

업별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관리사 출제기준 개선안을 설 

계하였으며 세부적인 시험과목의 구성안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과정은 전자상거래관리사의 직무분석, 

직무분석 결과의 검증, 그리고 출제기준의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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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3단계를 통해 이뤄졌으며 사전 문헌연구 

과정에서 국내외 전자상거래 자격현황과 관련 문 

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기존 출제기준의 문제 

점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개선방향을 정리하였다. 

직무분석 단계는 현장 전문가에 의한 1차 분석과 

데이컴 전문가위원회에 의한 2차 분석으로 수행되 

었으며 B2B 와 B2C 업무를 포괄하는 10개의 책무 

와 46개의 과업을 도출하였으며, 과업별 지식과 기 

술을 정리하여 직무모델을 구성하였다. 직무분석 

결과 검증 단계는 기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과업별 

중요도 난이도 및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현장전문 

가의 타당성 분석이 병행되었다. 마지막 출제기준 

의 개발 및 설계 단계는 과업별 지식을 분류하여 

4대 시험과목별 중분류 지식과 과업의 행렬표 분 

석과 소분류 지식과 과업의 행렬표 분석을 수행하 

여 세부 출제기준을 개발하고 1급과 2급 자격의 

검정기준과 출제기준 개선방안을 함께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6.2 제언과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관리사 출제기준의 개선방 

안 제시와 더불어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의 활성 

화와 내실화를 위해서 정부와 검정시행단체가 고 

려해야 할 사항들과 향후 추가적인 연구의 방향성 

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 명칭에 대해서, 현행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르면 서비스분야의 자격은 사업서비스와 

기타서비스로 구분되고 있고 사업서비스는 기초와 

전문사무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전자상거래 

관리사는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 분야에 속한 자 

격에 속해있으며 1, 2급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의 기 

사수준보다 더 전문적인 자격이며, 전자상거래 기 

획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 

재의 자격명칭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해 

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적절한 자격명칭에 

대한 조언을 들었으나 해당 분야 전문가가 속해있 

는 기업, 단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나와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취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 

으나 공감대가 큰 명칭은 전자거래법의 용어에 따 

른 전자상거래사 혹은 공인전자상거래사이다. 또 

한 b비지니스관리사로의 변경 의견도 존재하였다. 

자격명칭의 변경은 폭넓은 요구를 반영하여 자격 

의 수준에 부합되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e■비지니스 자격 프레임워크 개발이 

요구된다. 전자상거래 관리사는『비지니스 분야에 

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 B2B 사이트 운영 등 극히 

일부분의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 이는 斷비지니스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자격을 통한 경 

력개발 및 학습 선도의 기능을 제한적으로 발휘하 

게 하는 원인이 되며, 자격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b비지니스 관련 

자격을 거래주체별, 기능별, 기술별 등 어떤 형태 

로든지 체계적인 자격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 b비지니스 관련 업무를 능력단위 

(Unit cf Competency)형태로 제시하고 이러한 능력 

단위를 조합하여 각각에 필요한 자격을 구성하였 

고 이에 따라 자격의 구조 및 구성내용에 대한 유 

연하게 하였다. 따라서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도 

b비지니스 산업의 큰 틀에서 구성되어야하며 이와 

유사한 자격과 어떤 내용이 유사하고 서로 전이 가 

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자격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시험문제 개발 및 평가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향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자상거래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별첨 1> 

과 같이 도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출제기준을 개 

발하였다. 본 출제기준에 준하여 시험문제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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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격평가를 실시하고 자격이수자는 전자상거 

래 업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현재 개발된 출제기준이 시험문제를 개발하는데 

적절하고 유용한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어려움 

은 없는지,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전자상거래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 

한 실증적인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 전자상거래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규명, 이에 대한 평가방법 설계 및 개 

발, 실행,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효과성 등 자격의 

개발과 실행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 

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자격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 기능을 발휘 

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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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I〉과업별 지식기술 도출결과

파 업 지 식 기 술

정
 및
 환
석
 

자

别"
 
八
咐

정부의 관련 규정 및 권고사항

법률지 식

회계지식

전자거래기본법

소비자보호 정보보호에 관한 법卷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뮬

관련 부처 탐색 능력 

담당자와 상담 능력 

정보수집 및 가공 기술 

엑셀 고급 활용 기술 

파워포인트 고급 활용 

기술

A-2.
관련업계

시창 조

사하기

관련 유통망에 대한 지식 

무역실무

관세 정책

무역관련 정책

물류이동 관련 지식 

관계마케팅 기법 

공정거래법■置 

시장조사 방법 

시장 흐름과 동향 파악 능력 

인터넷마케팅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시장 분석 기술

업계 파악

자료수칩 및 분석 기술 

관련업체 방문 맟 인터뷰 

기술

통계/도표화 기술

시장 Segmoitatkii 분석 기술 

문서 작성 기술 

（Office 프로그램）

A-3
목표 고 

객 및요 

구 분석 

하기 

AY 
동종기업

및 사업 

모델 조 

사 및분 

석하거

마케팅지식

소비자 행동에 관한 지식

고객에 대한 지식

（고객 LifeStyle, 제품에 대한 Needs.
선호도, 구매행동,

구매 포인트 등）

시장 세분화에 대한 이해와 적용

표적시장 선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 

제품 포지셔닝에 대한 이해와 적용 

사회 트렌드의 이해

관련시장에 따른 소비자 

분석 기술

자료수집 및 분석 기술 

통계/도표화 기술

문서 작성 기술（Office 
프로그램）

A-5.
유형. 무

형 상품

조사하기

유통의 이해

울류 지식

상품별 제품수명지기의 단계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능력

경쟁사 상품에 관한 지식

공급자 협상 기술

문서 작성기술（Office 프
로그램）

정보검색 기술

상품 비료 기술

B-1.
상품 및 

컨텐츠 

기획하기

시장에 관한 정보

상著 경쟁력 평가 지식

원가와 가격에 관한 이해

（원가가산투자수익률. 가격 선도제, 

소비자지각가치.

마케팅 전략 등）

유봉에 대한 이해

상품에 관한 지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 행동 이론

공급자 협상 기술

문서 작성기술（Office 프
로그램）

정보검색 기술

상품 비교 기술

방
정
"

판
}
 

恥
加％

汩⑴

列*

거래방식에 관한 지식 

결재 방식에 관한 지식 

은행과 연계에 관한 지식 

매체의 특성에 대한 지식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이론 

전자상거래기획 

전자상거래결제

정보 설계 기술

거래 프로세스 설계 기술 

정보 수집 및 분석 기술 

오피스 활용 기술

B-3.
가격 비

교에 따

룐 거래 

업체 선 

정하기

오프라인 온라인 상품의 이해

가격 구조 관리 방법

가격결정 방법론

가격정책에 대한 시장. 경쟁사, 자사

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마케팅 경험

비용효과 산춤에 관한 지식

업체에 대한 정보

인터넷마케팅

가격 조사 기술 

납품업체와의 교섭력 

상품 비교 기술

문서 작성 기술（Office
프로그램）

정보검색 기술

C-1.
개발 환 

경 결정 

하기

IT 인프라의 이해 

웹 서버의 구성 이해 

DB 서버의 구성 이해 

개발 툴의 특징 
개발 인력와의 협업 이해 

멀티미디어의 이해 

사용자 심리 분석 

시스템 분석과 설계 방법 

정보통신 기본이론 

전자상거래 컨텐츠 개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웹 디자인 기법 

커뮤니케이션 기술

C-2.
영업 제휴에 

따른 기능 

고려하기

관련 업종에 관한 지식 

제휴 절차와 방식의 이해 

제휴 기업에 관한 지식

제휴회사 교섭기술 

정보 수집 기술 

Office 홤용 기술

C-3.
사용자 정보

입력 범위

분석하기

안정된 판매사정보 

법뮬 중 특히 세법분야 

（부가가치세법） 

전자상거래법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D/B의 관한 정보 

D/B 설계에 관한 지식

구매 과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 도출 기술

정보 수집 및 분석 기

술

C-4.
보안, 인증을 

고려한 거래흐 

름 설계하기

전자거래 이해

안정된 거래정보이해 

단계별 거래 흐름의 이해 

저비용, 업무유연성의 이해 

전자상거래 보안, 인증에 관한 지식 

전자상거래 법류에 관한 이해 

（전자상거래기본법）

거래 흐룜도 작성 기술 

제휴 기관 교섭 기술

C-5.
보안 체계

설계하기

전자상거래 보안 기술의 이해 

공인인증서에 관한 정보 

시스템 분석 및 구축 이론 

운영채제 이론 

시스템 보안의 이해 

네트워크 이론 

뎨이터 통신 개론 

해킹 원리의 이해 

전자상거래법규에 대한 지식 

（전자서명법）

프로세스 제어 기술 

침입탐지 시스템 조작 

참입차단 시스템 조작 

Fragmaitaticm 패킷 생성 

취약점 점검 도구 조작

C-6.
거래에 필요 

한 전자문서 

표준화하기

표준 분류 기술의 이해 

오프라인 거래문서의 이해 

XML/UML 지식 

전자문서 이해 

표준 서식 범용적 이해 

문서관리 이해 

전자상거래 컨텐至 개발 

（프로그래밍언어）

BP 분석 기술

코드별 체계 수립 기술 

하드웨어 성농 사양 분 

석 기술

오피스 활용 기술

사용자 요구 분석

C-7.
주요 서비스 

지원에 필요 

한 부가 서비 

스 계획하기

인터넷 마케팅의 이해 

부가서비스의 이해 

소비자 요구에 구현 전략과 인터 

랙티브한 디자인 능력

소비자 욕구 및 파악에 관한 이해 

사이트 관리

（백오피스 운영 및 보안）

메일링 기술

멀티미디어 요소를 적 

절하게 연춤할 수 있는 

기술

게시판 관리 기술

정보 수집 및 분석 기술 

Office 활용 기술

C-8.
사이트 운영

에 필요한

DB 설계하기

DB관리용이성의 이해

통계척 개념 이해

RDB설계의 이해

설계 툴 사용 지식

사용자요구에 따른 정보의 분류능력 

데 이터베 이스와 자료구조 지식 

전자상거래 서버구성

고객관리 및 서비스

뎨이터베이스 마케팅）

RDB 설계 기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술

테이블 구성 항목 추출 

기술

C-9.
은행 등의

관련기관과

연계하기

기관사업자의 륵성 이해

은행 특성 이해

금융 결제 시스템의 이해

웹서비스 기술 

서버인증서 기술 

XML 중계서버기술

D-1.
컨셉 도츨하 

기

（사이트 개 

발 범위 규 

정하기）

사이트 구축에 대한 개념 

마케팅 관련 지식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이해 

동종 업종에 대한 시장 분석 

개발 대상에 대한 전반적 지식 

개발룰에 대한 짓기

컨텐츠에 대한 개념적 이해 

기능의 작동에 관한 지식 

컨텐츠 구현 방법 및 지식 

소비자의 욕구에 관한 지식 

전자상거래기회

（CRM, 마케팅 ）

전자상거래컨텐츠개발

문서 작성 기술（Office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 기술 

프리젠테이션 기술 

고객 분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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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사이트 개발 

인력 운용기 

획하기

사이트 구축에 대한 개념 

마케팅 관련 지삭 

업무 분장에 관한 이해 

인력 자원에 대한 분석 및 지식

문서 작성 기술（Office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 기술 

프리젠테이션 기술

D-3.
각 메뉴별 기 

능 정와하기

사이트 구축 기본 개념

UI 기본 지식

개발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개발 툴에 대한 지식

기능의 작동에 관한 지식

정보 설계 이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이론

매체의 특성에 대한 지식 

전자상거래컨텐츠개발 

（웹사이트개발, 시스템 분석）

문서 작성 기술（Office 
프로그램） 

정보 구성 기술 

（information 
architecture）

D-4.
상품 카테고

리 및 네비 

게이션 설계 

하기

상품에 대한 이해 

마케팅 관련 지식 

문서작성（0色ce 프로그램） 

인터랙티브 디자인 이론 

웹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정보의 분导와 그룹화 능력 

전자상거래프로세스 

전자상거래 컨텐츠 개발

정보 구성 기술 

（information 
architecture）
카테고리 설계 기술

D-5.
화면 ( User

Interface)
설계하기

상품에 대한 이해 

마케팅 관련 지식 

카테고리 설계에 대한 이해 

UI 기본 지식 

고객 행동（성향）패턴 

구축 사이트 특성

사이트 전체를 바라보는 지식 및 

아해

정확한 서비스의 이해 

형태와 색채학의 개념 

디자인 전략 정보와 이미지

문서 작성 기술（Office
프로그램）

카데고리 설계 기술

인터랙티브 연줄 기술

E-1.
기확에 따론 

요구제시하 

기 （스토리 보 

드제시）

IT 인프라 기술의 이해 

프로세스（공정） 관리 지식 

기능추가를 요구할 수 잇을 정도 

로 각 기능에 대한 파악 

인터넷 활용 방법 

Web Server 이론 

웹의 이해 

멀티미디어 특성의 이해 

마케팅의 이해 

웹저작 도구의 이해 

디자인론 

전자상거래 서버구성

계획서 검토 및 수정 

기술

제안서 작성 기술

정보의 분류 기법

자료 수집 기술

E-2.
개발업체의 

시안 검증하 

기

E-3
수정 요구하기

IT 인프라 기술의 이해 

프로세스（공정） 관리 지식 

기능추가를 요구할 수 있을 정도 

로 각 기능에 대한 파악 

인터넷 활용 방법 

Web Server 이론 

웹의 이해 

멀티마디어 특성의 이해 

마케팅의 이해 

웹저작 도구의 이해 

디자인론

성공Site 및 성공사례에 관한 정보 

개발환경의 이해 

수요자 요구 사항의 정보 

컴퓨터 시스템（하드웨어） 

운영체제（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전자상거래 컨텐츠 개발 

（웹사이트개발 시스템분석 및 설계）

사이트 분석능력 

오료판단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Office 활용 기술

E-4.
검수하기

프로세스（공정） 관리 지식

기능추가룔 요구할 수 있을 정도

로 각 기능에 대한 파악

인터넷 활용 방법

Web Server 이론

웹의 이해

멀티미디어 특성의 이해

마케팅의 이해

웹저작 도구의 이해

사이트 분석 기술

오류판단 기술

공청회 개최 및 지식

수집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Office 활용 기술

디자인론

성공S*  및 성공사례에 관한 정보

개발환경의 이해

수요자 요구 사항의 정보

컴퓨터 시스템（하드•웨어） 

운영체제（소프트웨어, 운영체제）

F-1.
타기관, 은행

시스템 이해

하기

은행별사이트 URL 이해

결제 환경의 이해

은행별 결제 환경과 시스템 정보 

시스템의 이해

비용 산출 지식

XML의 이해

C加nt/Server 이론

D/B 및 멀티미디어 디자인의 이해 

Protocol/HTML 
네트워크 이론

전 자상거 래 보안기 술프로세 스 

단순처리 기술

Protocol 활용 능력

Web 프로그래밍 능력

프로세스 단순처리 기술

Protocol 활용 농력

Web 프로그래밍 능력

F-5.
웹사이트 디

자인하기

UI 설게지식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의 이해 

PHP, ASP. JSP 등의 웹프로그래밍 

지식&山과 연동한 DB연동의 이해 

HTML, Javascript 등의 이해 

고객심리분석 

정보의 이해 

소비자 행동 분석 

웹의 이해 

디자인 전략 및 마케팅 

프로그래밍 언어 

전자상거래기획 

（인터넷마케팅）

포토샵, 일러스트레이 

터 등의 2D Tool 활용 

기술

Flash 등의 애니메이션 

기술

커뮤니케이션 가술 

디자인 전략 수립 기술 

스토리보드 작성 기술

G-1.
서버

운영하기

성능축정 주요 요소의 이해 

모니터링의 이해 

모니터링 툴 화면 이해

보안관련 사항 성능측정 주요 요 

소의 이해

백업방법

Apache, IIS 등 웹서버 운영 기술 

보안관련 사항

시스템 분석 및 구축 이론 

운영체제 아론 

시스템 프로그래밍 

녜트워크 이론 

데이터 통신 개론 

뎨이터 베이스 이론 

해킹 원리의 이해 

전자상거래서버구성 

전자상거래 보안기술

（암호 맟 인증, 네트워크 시스템）

Linux. NT 등 네트웍 

서버 운영 기술 

APache. IIS 등 웹서버 

운영기술 

철저한 보안 기술 

데이터 관리 기술 

XLinux, NT 등 네트웍 

서버 운영 기술

G-2.
웹사이트 유

지 보수 하기

웹기획, 프로그램, 디자인의 이해 

오피스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사용법 

웹관리 기술 및 기본적인 웹언어/ 

웹 관리자 기능 숙자 

H/W 환경 및 O/S의 이해 

컴弃터 그래픽의 이해 

인터페이스의 이해

멀티미디어 시스템 환경의 이해 

HTML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전자상거래 서버구성

웹브라우저 환경 설정 

프로그래밍 기술 

멀티미디어 시스템 운용 

웹기획, 프로그램, 디자인 

오피스（워드, 엑셀, 파 

워포인트） 툴 사용법 

웹관리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H-1.
상품

관리하기

상품 기능 이해도/상품관리에 대 

한 지식

웹관리 기술 및 기본적인 웹언어 

상품의 조달 경로에 대한 파악 

적정 재고량 산출방법 

상품재고의 유형분류법 

재고평가 회계지식 

전자상거래프로세스

（구매. 판매. 비교구매, 재고관리, 

물류관리）

오피스（워드. 엑셀. 파 

워포인트） 사용 가술 

재고관리 기술 

상품리스트 작성 기술 

상품조달 경로 도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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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광고

관리하기

웹마케팅의 이해

상품 및 회원사 관련 기본 지식

웹기획에 관련 지식

기본적인 웹언어

웹관리자 기능 숙지

상품 마케팅의 이해

조어력 및 문장기술에 대한 지식

문장을 비주얼로 표현하는 독창성

논리적 문장 전개 능력

어휘력

전자상거래기획

（인터넷쇼핑몰 구성요소 구매과 

정이해, 인터넷마케팅-프로모션방 

법이해）

마케팅별로 대처 기술 

웹관리 기술 

자료 정리 기술 

문서 작성 기술 

（Office 프로그램）

H-3.
제휴 및 회원 

사 관리하기

쉡마케팅의 이해

웹관리 기술 및 기본적인 웹언어/

웹관리자 기능 숙지

상품 및 회원사 관련 기본 지식

웹기획에 관련 지식

오피스（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풀 사용법

제휴사와의 계약 및 관련된 전반

적 기본 정보의 이해

제휴사와의 Win-Win 마케팅에 대

한 이해와 그에 따른 방법

천자거래기본법

（제휴사와의 계약법）

이벤트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지식

커뮤니케이션 기술 

마케팅별로 대처 기술 

제안서 작성 기술 

Office 환용 기술

1-1.
고객 지원 업 

무관리하기

상품지식

각 부서별 행사 숙지

웹관리 기술 및 기본적인 웹언어

고객에 대한 이해 및 기본 정보

파악

경영학 및 마케팅 지식

상담과 관련한 풍부한 지식

소비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고객관리 및 서비스）

게시판 관리기술

Q&A 관리기술

반晉 및 이유에 대처

기술

고객 센터의 운용기술 

전화상담 및 응대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Office 환용 기술

1*2.
결제 흐름

관리하기

전자상거래 결제에 관련 지식 

트랜드의 이해 

CA（전자인증） 이해 

전자상거래보안기술 이해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

결제 시스템에 대한 관 

리 기술

통계 및 모니터링 기술

Office 환용 기술

1-3.
배송

관리하기

배송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관리법 

웹관리 기술 및 기본적인 웹언어/ 

웹관리자 기능 숙지

배송사와의 계약에 대한 이해 

유통구조에 대한 이해 

주문처리 프로세스 지식 

물류 기초 지식

물류 단위별 이익과 비용에 대한 

지식

배송사와의 커뮤니케이 

션 기술

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술

Office 활용 기술

배송프로세스 도해 기술

1-4. 인증, 보 

안 처리하기

인증）시스템 이해

웹관리 기술 및 기본적인 웹언어 

/웹관리자 기능 숙지 

전자거래의 이햬

안정된 거래정보。】해 

단계별 거래 흐름의 이해 

관련 법률에 환한 이해 

（전자상거래법규-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 보안 기술의 이해 

공인인증서에 관한 정보

보안처리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공인 인증서 관리 기술

J-1.
업무지 식 

축적하기 

（문서）

웹관리 기술 및 기본적인 웸언어/ 

웹관리자 기능 숙지

문서의 중요성에 관한 이해

유통의 이해

고객의 특성 및 이해

（고객관리 및 서비스）

보고서 처리 방법

관련사의 정보 및 협력 사항에 대 

한 이해

세미나 등의 관련 청보 

사이트 관리

전자상거래프로세스의 이해

오픠스（워드. 엑셀. 파 

워포인트） 톨 사용기술 

보■고서 작성 요령 

게시판 구축 기술 

사내 인트라넷 사용 기술

J-2.
관련 법귤 및 

제도 파악. 

적용하기

정부의 관련 규정 및 권고사항

화계지식

공정거래법둴'

세무에 관한 지식

약관 명시 조항에 관한 지식

전자상거래법규

（전자거래기본법, 소비자보호법, 정 

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관 

련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룔）

오피스（워드. 엑셀, 파 

워포인트） 툴 사용기술 

관련 부처 탐색 능력 

담당자와 상담 능력 

정보수집 및 가공 기술 

약관 작성 기술

J-3.
원칙

준수하기

회사 운영정책의 이해

전자상거래법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커뮤니케이션 기술 

오피스（워드. 엑셀' 파 

워포인트） 툴 사용기술

〈별첨 II〉전자상거래관리사 검정 및 출제기준 개정（안）

1. 검정기준

자격뗭칭 검정기줏

전자상거래 

관리사

1 급
1- 정보통신 기반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터넷에서의 마케팅기술의 숙지 여부

2.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획 - 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3- 기업 및 관련기관이 웹을 통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 급
1- 정보통신 기반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인터넷에서의 마케팅기술의 숙지 여부

2.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의 업무룔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 人］험 고卜목별 문제수 및 제한시간

둥귞별 검졍방법 시험과목 문졥수 제한시간 •菁제방법

1 급
필기시험

0 전자상거래 기획

O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O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및 관리

0 전자상거래 관련법규 및 정책동향

60
40
50
30

60
40
50
30

객관식

실기시험 전자상거래 기획 실무 5문 이내 200 서술형, 작업형

2 급
필기시험

O 전자상거래 기획

O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및 관리

O 전자상거래 관련법규

30
50
40
25

30
50
40
25

객관식

실기시험 전자상거래 구축 및 운영기술 5문 이내 150 서술형. 작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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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제기준

【필기시험】

。전자상거래 기획

샤험과목 1 귭 2 급

전자상거래 

기획

전자상거래 

전략수립 

및 컨셉화

I. 전자상거래 사업전략 수립

0 전자상거래 전략 수립

0 자사 및 경쟁사 환경분석

O 전자상거래 모델 개발

0 목표시장 설정 및 경쟁전략 수립

O 고객 세분화 및 특성 분석

전자상거래 

전략수립 

및 컨셉화

1. 전자상거래 사업전략 수립

0 디지털 경제의 이해

0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O 전자상거래의 현홤과 전망

O 전자상거래 사업의 유형 특성

0 전자상거래 사업의 구성요소

2. 웹사이트 컨셉 도출

O 비지니스적 컨셉화

0 콘텐츠 및 디자인적 컨셉화

0 시스템적 컨셉화

2. 웹사이트 컨셉 도출

0 웹사이트 컨셉의 이해

0 쇕사이트 컨셉 도출과정 이해

전자상거래 

상품기확 및 

프로젝트 관리

3. 전자상거래 상품기획

O 인터넷 신상품 개발

0 시장성 검토 맟 수요 예측

O 자료조사 및 분석

O 시장과 소비자행동 분석

0 인터넷의 포지셔닝 전략수립

전자상거래 

상품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

3. 전자상거래 상품기획

O 인터넷 신상품 개발의 이해

0 목표시장 및 소비자행동 이해

0 포지셔닝 전략의 이해

4. 인터넷 마케팅 믹스 전략

O 가격전략 수用

0 프로모션 전략 수립

0 유통전략 수립

0 상품/제품 전략 수립

4. 인터넷 마케팅 믹스전략

0 가격전략 이해

0 프로모션 전략 이해

O 유통전략 이해

5. 전자상거래 프로젝트 관리 

0 프로젝트 통합 관리 

。프로젝트 범위/일정관리 

0 프로젝트 인력/예산 관리

。전자상거래 기획

시혐과목 1 귭 2귬

전자상거래

1. 전자상거래 프로세스

O 구매 및 판매 프로세스 설계

0 컨셉에 따른 스토리보드 설계
전자상거래

1. 전자상거래 프로세스

o 구매 프로세스（기업 및 소비자 측면） 

O 판매 프로세스（기업 및 소비자 측면） 

0 물류（재고）관리

프로세스
2. 전자상거래 결제

0 결제 방법 및 프로세스 설계

0 보안 체계 설계

프로세스 2. 전자상거래 결제

0 전자결제 개요

0 전자결제 프로세스

O 전자결재 보안 개요

전자상거래 

운영 

맟 관리

사이트 설계 

및 운영

3. 사이트 설계

O 컨텐츠 설계

。정보의 구조화

0 네비게이션 설계

O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

0 DB 설계
사이트 설계 

및 운영

4. 사이트 구축

0 컨텐츠 구성

O 백오피스 운영 및 관리

0 전자카탈로그 작성

4. 사이트 운영
O CRM 전략 수립

O 사이트 운영정책 수립

0 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O 제휴사 및 화원사 관리

0 데이터 마이닝

3. 사이트 운영

。고객 분석 및 관리

0 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0 결재 및 배송 관려

。메일 운영 및 관리

0 TM센터 운영 및 관리

O 상품/회원/결제 정보관리

인터넷

마케팅

5. 인터넷 광고, PR. 촉진

O 인터넷 광고 전략 수립

O 인터넷 PR 전략 수립

O 인터넷 촉진 전략 수립

O 인터넷 광고. PR, 촉진성과 평가

인터넷

마케팅

5. 인터넷 광고

0 인터넷 광고의 현황과 종류

O 인터넷 광고 활용（전자우편과 게시판，배너, 스폰서십，

인터스티셜）

6. 전략적 제휴

。전략적 제휴 목적

o 전략적 제휴 기준 및 실행

6. 인터넷 PR 및 촉진（promotion）
0 인터넷 PR의 현황과 종류

0 인터넷 PR 및 촉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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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및 관리

시험과목 母 2귭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 

시스템 관리

1. 전자상거래 서버관리

O 시스템 소프트웨어

O Merchant 서버설계 및 관리

0 WEB 서버설계 및 관리

0 DB서버 설계 및 관리

0 Back-up서버 설계 및 관리

。기타 FTP. Mail 서버 관리
전자상거래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1. 컴퓨터 시스템

O 컴퓨터 시스템 개요

0 시스템 소프트웨어

O 전자상거래 서버 이해

(Merchant. WEB, FTP. Mail Server 등)

2. 네트워크

0 정보통신 이론

0 통신시스템 분석 및 설계

2. 네트워크

0 정보통신 기본 이론

0 인터넷(네트워크) 기본 이론

0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O 네트워크 산업의 이해

3. 전자상거래 시스템 관리

0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론

0 데이터베이스시스템

0 유지보수 및 백업 관리

3.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

。인터넷 프로그램 개요(HTML, XML, Script 둥)

0 멀티미디어 제작 및 전송기술

0 웹사이트 구축 절차

전자상거래 

시스템 보안

4.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암호 및 인증기술

0 녜트위크 보안기술

0 시스템 보안기술

0 전자결제 인프라 설계 및 운용

0 정보시스템 보안. 감사정책

전자상거래 

시스템 보안

4.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암호 및 인증기술 개념 

0 네트워크 보안기술 개념 

0 시스템 보안기술 개념

5. 인증서 관리

O 인증서 관리서버 설계

0 인증서 체계 超계

0 인증 서버 관리

5. 인증서 관리

0 인종 서버 관리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및 관리

시혐 파옥 1 굠 2 급

전자상거래 

관련법규 

및 정책

전자상거래 

관련법

1. 기본법규

0 전자서명법

0 전자상거래 둥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굘

전자상거래 

관련법

1. 기몬법규

0 전자거래기본법

2. 관련법규

O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0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둥에 관한 법뷸

O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뮬

2. 관련법규

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귤

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1.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O 전자상거래 정책동향

0 전자상거래관련 규정 및 권고사항

次 각 법률별로 사례나 판례 문항 20% 이상 출제

【필기시험】

뚱귤별 시험 과목 문제 牛 제한시간 疊제밬법

1 급

전자상거래 가획 실무

- 전자상거래 전략수립

- 자사역량평가, 목표시장 설정, 웹사이트 컨셉 도출

- 인터넷 마케팅 전략

5문 이내 200 서술형, 작업형

2 귭

전자상거래 운영 실무

- 사이트 구축 및 운영

- 메일 운영 및 관리

- 상품/회원/결제 정보관리

- 서버 구축 및 관리 기술

5문 이내 150 서술형. 작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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