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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비즈니스는 이제 매우 중요시 되어 각 국가 및 기업에서도 디지털경제시대에 순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규모 기업을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의 수익모델을 구현하고자 한다. 현재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대형 매장 때문에 동네 슈퍼마켓과 이 고전하는 것처럼 대형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경쟁력 때문에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일 신문에 대형 전단지를 살포하는 대형업

체들에 비해서 지역 중소상인들의 마케팅도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서민금융기관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마케팅 분야 에서도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헌 점에 착목하여 소규모  칼라 전단지 

시장을 공략하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 다. 

1.   서론

  e-비즈니스의 개념은 학자 및 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차

이가 있다.  이들은     첫째, Rayport & Sviokla는 e-비

즈니스를 기존의 물리적 시장과 현격한 특성의 차이를 가

지는 사이버 시장공간라고 하면서, ”거래의 내용이 정보중

심을 이루며, 거래의 상황이 전자적 화면상에서 제시되며, 

거래의 하부구조가 컴퓨터와 통신으로 바뀌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셋째, Kalakota & Whinston에 의하면, e-비즈니스는 커

뮤니케이션,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 온라인차원을 포

함하는 네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측

면에서는 전화, 컴퓨터 네트워크, 기타 통신수단을 통해 

정보와 제품/서비스를 인도, 지불하는 것이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거래의 작업흐름을 자동화하기 위해

서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품질

개선, 신속한 배달, 기업과 소비자간의 서비스 비용의 절

감 등을 목적으로 한 상거래이며, 온라인 측면에서는 기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품과 정보를 구입하고 판매하는 

것이다.[2]

  끝으로, e-비즈니스는 아더 앤더슨의 정의에 따르면, e-

비즈니스는 네트워크화된 기술을 이용해서 상품 및 서비

스, 정보 및 지식의 전달과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다. 즉, 첫째 Network Technology를 비롯한 정보기술을 

이용한다는 점과, 둘째 상품, 서비스, 정보 및 지식의 전달

과 교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이나 기타

기술이 만들어내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이용하여 상품, 서비스, 정보거래를 효율적으로 하

는 것이 e-비즈니스라는 것이다.[3]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상품(디지털 상품 또는 물리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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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단지 디자인 화면

품)을 누구(기업,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수익은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모델

이다.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은 판매하는 상품 아이템 외에

도 사업아이템을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가에 대한 과정

을(사업방식) 만드는 것이다.[4]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은 비즈니스를 직접 실행하는 사

람에게는 사업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목표시장과 목표고

객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데 유용하다. 물론 사업이 커짐

에 따라 목표시장과 고객을 확장하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에는 매우 유용하다.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를 

티머스(Paul Timmers)가 정의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

다.[5]

  첫째, 다양한 비즈니스 행위자와 그들의 역할에 대한 설

명을 포함하는 제품, 서비스, 정보흐름을 위한 아키덱쳐   

둘째, 다양한 비즈니스 행위자들이 얻게 될 잠재적 효익에 

대한 설명  셋째,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의 원천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이디어는 단편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나 비즈니스 모

델은 장기적이며 정교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할것인가 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메커니즘과 관련된 

것이다.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수익의 원천은 온라인 판매

(판매수익), 검색서비스(광고수입), 커뮤니티(스폰서칩), 전

자출판(구독료), 콘텐츠서비스(사용료)등이다.

  또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는가는 사업전략과 

마케팅전략과 같은 다른중요한 경  의사결정에도 지대한 

향을 미친다. 이와함께 인터넷 비즈니스 시스템을 설계

하는 과정에서도 시스템에 어떤내용이 들어가고, 어떤구조

와 탐색절차를 구비해야 하는지, 화면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하

게 결정하고 있다면 많은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은 포털, 허브(Hub/Homebase) 단

계에서 다차원 네트워크(Multidimensional Network) 형태

로 발전하는 방향과, 정보제공자(Provider)에서 가상공동

체(Virtual Community)로, 그리고 정보접속제공자(IAP), 

정보서비스 제공자(ISP), 콘텐츠 제공자(CP)에서 ASP로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

떠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느냐

에 대해 설계해 보는 것이다. 보통 한 가지 유형의 수입원

만을 택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구성한다. 무엇보다도 어떠

한 방식으로 고객을 끌어들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 것인

가, 즉 판매방식이 중요하다. 실물세계에서 통하는 비즈니

스를 그대로 인터넷에 옮겨 놓으면 성공할 확률은 매우낮

다. 왜냐하면 인터넷 시장에서는 인터넷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2.1 소비자 측면

현재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대형 매

장 때문에 동네 슈퍼마켓과 이 고전하는 것처럼 대형업체

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경쟁력 때문에 지역의 중소상인들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일 신문에 대형 전단지를 살포하는 대형업체들에 비

해서 지역 중소상인들의 마케팅도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서민금융기관 나름대로의 경쟁력

을 가지고 있지만 마케팅 분야 에서도 현격한 격차를 보

이고 있다.상품 안내 전단지를 만들고자 하여도 단독으로 

인쇄할 경우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한 가지만 인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제작 되어

야 하기 때문에 칼라 옵셋인쇄 전단지를 만들 염두를 내

지 못하고 워드프로세서프로그램으로 프린트하여 사용하

고 있는 형편이다. 

2.2 공급자 측면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의 분야에서 개발자들이 배출

되고 있지만 독창적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는 기

술수준이 떨어지고 마케팅비용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형

편이다.

인쇄소 또한 대형 업체의 단가 경쟁으로 고전하고 있으

므로 새로운 시장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공통적인 사항

을 대량으로 칼라인쇄를 하여 단가를 낮추고 개별적인 사

항은 프로그램으로 프린트하도록 하여 전단지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여 마케팅 

및 유통 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3.  구현 

3.1 전단지 디자인

그래픽 S/W를 사용하여 전단지를 디자인한다.

개별 사업장의 독창적인 내용은 프로그램으로 프린트할 

수 있도록 비워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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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화면

서버에 자료를 올리기 위한 FTP 화면

S/W 구동화면

웹페이지 디자인 화면

3.2 S/W 개발

전단지에 개별 사업장의 정보와 수시로 바뀌는 부분을 

사용자들이 프린트할 수 있는 S/W를 개발한다.

프로그램개발 도구는 델파이 6.0을 사용하 다.

전단지 종류마다 하나의 시트로 구성하여 새로운 전단

지 출시에 대비한다.

프로그램  소스  일부

procedure TMainF.DrawPageA( Canvas: TCanvas );

const

  AlignFormat: array[1..4] of UINT = (DT_CENTER, 

DT_CENTER, DT_CENTER, DT_RIGHT );

  AlignFormat21: array[1..4] of UINT = (DT_CENTER, 

DT_CENTER, DT_RIGHT, DT_RIGHT );

var

 ARect: TRect;

 NewFont,nSex : string ;

 nT,nL : Word ;

 i,j : word ;

 nArr : array[1..4,1..2] of word  ;

 nY,nM,nD : Word ;

 begin

  // 단리식

  NewFont := '굴림';

  if Printer.Fonts.Indexof( NewFont ) >= 0 then

     Printer.Canvas.Font.Name := NewFont;

  Printer.Canvas.Font.Height := 38 ;

  nArr[1][1] := 50  ;

  nArr[1][2] := 275 ;

  nArr[2][1] := 310  ;

  nArr[2][2] := 485 ;

  nArr[3][1] := 530  ;

  nArr[3][2] := 700 ;

  nArr[4][1] := 730  ;

  nArr[4][2] := 970 ;

  with Printer.Canvas do begin

  for j := 1 to 4 do begin

   ARect := Rect( nArr[j][1], -625, nArr[j][2], -825 );

   for i:= 1 to 3 do begin

      DrawText( Handle, 

PChar(Trim(TEdit(FindComponent('aEdit_11'+IntToStr(i)+IntTo

Str(j))).Text)),

                

Length(Trim(TEdit(FindComponent('aEdit_11'+IntToStr(i)+IntTo

Str(j))).Text)),

                      ARect, DT_SINGLELINE or 

DT_TOP or AlignFormat[j] );

      dec( ARect.top , 74 );

      end;

   end;

  end;

  // 복리식

  with Printer.Canvas do begin

  for j := 1 to 4 do begin

   ARect := Rect( nArr[j][1], -990, nArr[j][2], -1190 );

   for i:= 1 to 3 do begin

      DrawText( Handle, 

PChar(Trim(TEdit(FindComponent('aEdit_12'+IntToStr(i)+IntTo

Str(j))).Text)),

                

Length(Trim(TEdit(FindComponent('aEdit_12'+IntToStr(i)+IntTo

Str(j))).Text)),

                      ARect, DT_SINGLELINE or 

DT_TOP or AlignFormat[j] );

      dec( ARect.top , 74 );

      end;

   end;

  end;

3.3 웹페이지 디자인

제품판매를 위한 웹사이트를 디자인한다.

S/W : 프린팅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고 사용법을 

설명하는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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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ite 운  화면

팜플렛 : 판매하는전단지를 홍보하는 페이지

주문하기 : 제품 주문접수 페이지

FAQ : 문의사항 답변페이지

Q&A게시판 : 사용자 게시판

WebMail : 상담페이지

3.4 웹 서버 구축

제품판매를 위한 웹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웹 서버를 

구축한다.

웹사이트는 호스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저렴하게 구축한

다.

3.4  사이트 운

주문을 접수하여 한꺼번에 인쇄한다.

제품포장은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수량을 조사하여 

박스단위로 판매한다.제품발송은 택배로 발송한다.

4.  결론

인터넷 비즈니스모델이라고 하면 독보적인 사업 아이템

만이 전부는 아니다.

IT기반기술이 저변이 확대되어 있지만 독창적인 사업 

아이템을 설정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 다.   이

는 새로운 E-비지니스 모델의 부재로 현재 사장되고 있1

는 다양한 인터넷 관련분야의 역량을 연합하여  연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으로 비용

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가질수 있게 하 다.  이러한 새로

운 소규모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향후의 수익성과와 

그 연관 효과에 대해서는 후속의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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