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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업의 웹사이트는 기업의 환경 변화를 주도하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업의 웹사이트 평가
지표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연구의 대부분이 웹사이트의 외형적인 측면들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e-Biz 측면에서 
전자상거래 주체인 B2B(Business to Business) 웹사이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기업 관점의 웹사이
트 평가와 B2B 웹사이트에 대한 평가지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평가지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도출하
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으로 웹사이트 평가 연구를 통하여 평가지표를 추출한 후 B2B에 적용함으로써 각 
지표들의 중요도 및 가중치의 차이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업과 기업간에 전자상거래 규모의 확대에 따른 의사결정과 
B2B 웹사이트를 보다 쉽게 설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1. 서 론 

  대다수 기업들이 e-Biz(e-Business)의 개념을 바탕으
로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고, 최
근 10년 사이에 급속하게 발달한 인터넷은 교육과 연
구활동을 시작으로 상업적 활용을 극대화 시켜왔다. 
2004년 1분기 국내 전자상거래 총 규모는 69조4천억
이며, 각 거래 주체별로 보면 B2B가 총 거래액의 
88.5%인 61조4천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
업.정부간 B2G 전자상거래는 6조2천억 정도이다[1].  
특히 전자상거래를 사업의 주된 도구로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조직 자체를 가상 공간에서 구축하고 업
무 프로세스를 인터넷 및 정보시스템에 의존하고 있
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각 기업의 웹사이트에 대
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들이 생겨나고, 웹사이트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 
차원에서 기업의 운영전략, 마케팅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인터넷을 통해 기업 전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웹사이트의 유효성과 기술적 성과를 평가할 척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다.  

본 연구의 구성은 2장에서 e-Biz의 가장 큰 부분인 
B2B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전자상거래
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2] 3장에서 B2B웹사이트의 
평가지표를 기존 웹사이트 평가 방법에 대한 학술연
구를 통하여 새로운 평가 지표의 KPI를 도출한다. 성
과 측정을 위하여 AHP를 통하여 평가 지표를 전문가 
집단인 국내 S그룹의 B2B 사이트 웹마스터와 개발자 
인터뷰를 통한 연구 평가를 실시한다[3]. 연구 평가를 
통한 B2B 전자상거래의 평가 측정을 위한 지표 항목
을 개발하고,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성과 측정 지표 항
목에 가중치를 부여한다[5]. 4장에서는 평가지표에 대
한 성능 테스트 결과를 구체적으로 구현 B2B 웹사이
트 개발시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B2B 웹사이
트 개발의 지표로 활용한다[7].  

5장에서 본 연구를 통해 웹사이트의 평가요인 추출
과 평가지표가 웹사이트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 요인 
및 필요 항목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 보았다. 이
를 통해 성공적인 B2B 웹사이트를 개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는 기업의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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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B2B 전자상거래에 관한 일반적 고찰 

  Kalakota와 Winston은 거래 활동에 의한 분류를 통
해 전자상거래의 형태를 기업과 기업간(Business to 
Business)의 거래형태와 기업과 개인간(Business to 
Customer)의 거래, 기업내부의 거래로 나누었다[4] [5]. 
또한 전자상거래를 거래 주체에 따라 기업과 기업간
(Business to Business)의 거래형태와 기업과 개인간
(Business to Customer)의 거래형태 및 기업과 공공기관
간(Business to Administration) 거래, 소비자와 공공기관
간 거래(Customer to Administration)로 구분하였다[8] [9] . 

 
 
 
 
 
        B-TO-C                            G-TO-C 
                      

 Network 
 
 
                        G-TO-B 

그림 1. 전자상거래 형태 

2.2 웹사이트 평가 기존 연구 

2.2.1 고객관점에서의 웹사이트 평가 

Dorian Selz와 Petra Schubert는 Web assessment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현재 많은 웹사이트들은 화려한 그래
픽과 잘 정돈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를 활용
하는 사람들이 일부의 웹사이트 외에는 증가하고 있
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웹사이트의 인지도와 중요성
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10] Selz와 Schubert는 Web 
assessment를 추출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1995년 
Schimd B. 논문에서 나타난 시장에서의 3단계 거래 이
론을 사용하였다.  

Information 단계 : 잠재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
비자가 정보 수집하는 단계, Agreement 단계 : 공급자
와 소비자 사이에서 협상의 단계, Settlement 단계 : 직
접적 운송이 이루어지는 단계. Selz와 Schubert는 상기
의 3단계 이론과 함께 Communication단계를 포함하여 
상호 의사소통으로서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단계로 4
단계의 거래 단계 모델을 설정하였다.  

Benjamin Keevil이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11]에서는 
기존의 웹사이트 유용성에 대해 측정해 온 방식을 정
리 하고, 웹사이트의 유용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답식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실제 
웹사이트에 체크리스트를 적용 하였다.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요인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원하는 
정보 탐색 가능 정도, 정보의 이해도, 고객 행위의 지
원정도, 기술적 정보의 정확도, 정보의 질적 수준으로 
나누어 놓고,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을 설정하여 
각 질문을 통해 5가지 요인에 대한 수준 정도를 측정
하고 있다. BGIC(Business and Government Information 
Center)[12]는 웹사이트의 전체적형태, 업데이트 정도, 
컨텐츠, 출처의 정확성, 검색엔진의 기능, 웹사이트의 

시각적 측면 , 사용자 접근정도 등 을 Webjectives 
Research의 Website Evaluation Process Model [13]에서는 
웹사이트의 시각적 특징, 디자인/기능, 방문자 만족도, 
장단점 비교, 선두업체와의 비교, 방문자의 일반사항, 
방문자의 방문소감 등을 지표로 삼았다. 
 
2.2.2 기업 관점에서의 웹사이트 평가 

Massoto의 연구[14]는 전자상거래의 웹사이트 구성 
및 평가를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하기 시작한 초기 문
헌으로서, 전자 상거래를 평가하는 틀을 제공하였고, 
마케팅과 판매, 고객 지원, 대중과의 관계, 구매, 내부 
의사소통에 따라 구체적인 하부 기회요인을 설정하고 
그 기회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이익을 
기술하였다. 이는 웹사이트 평가에 대한 연구 중 비교
적 이른 시기에 나온 평가 요인이나, 각각의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과 같은 검증 작업 없이 단순한 요인 
제시의 차원에서 요인을 나열한 것이 한계로 지적된
다. Hoffman외 2인의 연구[15]에서는 웹사이트를 
Integrated Destination Site와 Web traffic control의 두 가
지 종류로 보고 각각의 모델에 대한 기회와 도전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  
이 논문은 전자상거래 초반 논문으로서 웹을 사업

적 매개체로 보고 웹을 통해 기업적 차원에서 유통, 
판매에 대한 기회와 함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위
한 기회와 기업 내부의 운영적 이익의 기회로 보았다.  
또한 웹사이트에 대한 판매, 마케팅, 기업내부 운영

적 이득에 대한 평가 요인을 제공했다. James Ho에 의
하여 연구된 화이트페이퍼[16]를 살펴보면, 그는 정보
시스템 특히 웹에서의 정보시스템이 어떠한 가치를 
생성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크게 웹사이트를 3가
지 카테고리 (제품과 서비스의 촉진, 데이터와 정보의 
제시,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프로세싱)로 묶고, 적절
성, 고객지향, 재고, 반향성이라는 요인들에 의해 평가
요인을 도출하였다. 

 
3. B2B 웹사이트의 평가지표 추출  

본 연구는 이미 논의된 기업 측면에서의 기업 웹사
이트 평가 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각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KPI평가 항목을 추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가 요인 및 항목을 추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각 요인에 대한 항목을 AHP방법을 활용하
여 세부 지표를 개발 하였다. 

 
 
 
 
 
 
 
 
 
 
 
 
 

그림 2. 평가요인 추출 위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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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B2B 웹사이트에 관한 AHP  
 

계층분석방법(AHP)은 정량적 분석법의 일종으로 
1970년대 초에 Satty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기법은 
대안의 평가 및 채택을 위한 의사결정기법의 하나로
서 이미 이 기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성의 분석방법으
로서 계층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평가지표의 이해도가 높고, 일대비교가 가능

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의사결정자가 생각하고 
있지만 형태화 할 수 없는 주관적인 수치를 요소 상
호의 일대비교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다. AHP 의 이
점은 사용하기가 쉽다는 것, 판단에 모순을 허용하는 
것, 판단에 포함된 모순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준
비되어 있다는 것이다[17]. 그림 3은 AHP에 의해 B2B 
웹사이트를 평가요인 추출 관점에서 8개의 상위 KPI
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33개 항목의 세부 항목 지표
를 도출한 것을 나타낸다. 

 
 
 
 
 

 
 
 
 
 
 
 
 
 
 
 
 
 
 
 
 
 
 
 
 

 
그림 3. 웹 사이트 평가지표 계층도 

 
B2B웹사이트에 관한 평가 요인을 추출하는 과정에

서 기존 연구를 통하여 요인을 추출하고자 했으나, 국
내 및 해외 연구 논문은 물론 화이트 페이퍼에서도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이유로 인해 직접 
B2B웹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방문하여 
전문가 집단인 웹마스터와 개발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요인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상기 평가지표 계층도의 지표 항목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각 상위 KPI에 대한 세부지표들의 가중치를 기
존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적용하였다. David Siegel
의 웹 사이트 가중치 평가 매트릭스로 하위 평가영역
은 최상위 평가영역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 설정
하고, 가중치는 각 항목의 최상위 평가 영역에 대해 
각 요인별 평균치로 부여하였다. 

표 1. 웹 사이트 평가지표 

요     인 항     목 가 중 치 

신속성(Update) 
신뢰성(Confidence) 
정확성(Correctness) 

콘텐츠 
(Contents) 

차별(Distinction) 

Average 
16 % 

마케팅(Marketing) 
운영(Maintenance) 

투자 및 지원(Invest & Assist) 
전략(Strategy) 

비즈니스  
(Business Function) 

홍보(Announcement) 

Average 
15.9 % 

일관성(Consistency) 
유연성(Flexibility) 
효율성(Efficiency) 
심미적(Aesthetic) 

디자인 
(Design) 

명쾌성(Clarity) 

Average 
12.4 % 

활성화(Activation) 
다양성(Variety) 커뮤니티 

(Community) 
매개체(Interactivity) 

Average 
11.2 % 

가용성(Availability) 
비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정보보안 
(Information 

Security) 
책임성(Service Accountability) 

Average 
16.5 % 

내비게이션(Navigation) 
구조(Structure) 
사용성(Usability) 

인터페이스 
(Interface) 

양방향(Interactivity) 

Average 
10.9 % 

시스템안정성(System stability) 
최적화(Optimization) 기술 

(Technology) 
자동화(Automatic operation) 

Average 
8.8 % 

웹사이트 만족도 
(Overall level of satisfaction) 
재방문률(Re-visit rate) 
방문자수(Session) 
회원수(Member) 

평가변수 
(Variable of 
Evaluation) 

사이트 경영성과 
(Sales / Profit) 

Average 
8.3 % 

 
3.2 AHP 분석 결과 
 

2차 분석을 위한 도구 및 데이터의 수집에서 AHP
분석을 위해 이원비교 설문을 B2B 웹사이트와 관련
한 개발자 및 운용자인 전문가에게 실시하여 얻은 결
과를 가지고 Expert Choice를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
였다. AHP방법은 기본적으로 1인의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 연구의 경우 
10인이 각각 다른 의사결정을 내렸고, 이원비교 설문 
항목에 답할 경우도 모두 다르게 응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종합적인 이원비교 matrix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우선 AHP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10명의 각 

응답에 대해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산술평균
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원비교의 과정에서 극
단치 효과를 지하고 산술평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해서 기하평균을 사용하였다. 
평균 수치를 Expert Choice 안의 이원비교행렬 표시

란에 기입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기와 같이 요인과 항
목들의 계층적 구조가 도출되었다. 

 
4. 평가지표의 성능 

본 연구의 결과 B2B 웹사이트 평가지표로 특징적
인 것은 정보보안 요인에 대한 지표들이 대체적으로 
중요한 항목들로 분석되었고, 지표간 비교에서도 비즈

Web site 평가 

Business Design Securi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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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leve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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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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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 요인과 콘텐츠 요인에 대한 지표가 중요한 지표
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지표에 대한 중요도(지역적/전역적)순위 및 가중

치를 표2 에서 비교성능표로 보여주고 있다. 경영 관
점의 요인 비즈니스와 컨텐츠 지표 항목이 기업이나 
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커뮤니게이션 프로세스 기술관점 요인은 기업과 개발
자 또는 웹마스터의 입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 웹 사이트 평가지표 성능표 

요     인  
(일관성비율) 

지역적 
중요도 

전역적 
중요도 

중요도

순위 가중치 

Contents  
(16.1%) 

Average 
20.1 

Average 
11.8 2 Average 

16 % 
Business Function 

(18.5%) 
Average 

14.6 
Average 

14.7 3 Average 
15.9 % 

Design  
(20.1%) 

Average 
6.8 

Average 
10.3 8 Average 

12.4 % 
Community 

(8.7%) 
Average 

17.1 
Average 

7.7 4 Average 
11.2 % 

Information Security 
(15.1%) 

Average 
14.2 

Average 
20.1 1 Average 

16.5 % 
Interface  
(9.7%) 

Average 
10.4 

Average 
12.7 5 Average 

10.9 % 
Technology  

(6.5%) 
Average 

6.8 
Average 

13.2 6 Average 
8.8 % 

Variable of 
Evaluation (5.4%) 

Average 
10.0 

Average 
9.5 7 Average 

8.3 % 
 
웹사이트 평가지표는 첫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

는 기업 및 단체는 자사 웹사이트의 현주소를 파악하
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교분석의 도구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개발자
에게 개발시 체크리스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웹사이트 구축을 의뢰한 업체는 구축 후 검수서의 도
구로 할용 할 수 있다. 넷째, 각 유형에 세부측정항목
의 추가개발과 가중치의 재설정으로 객관적이고 효과
적인 웹사이트의 평가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B2B 전자상거래를 기준으로 기업과 웹
사이트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
정 지표를 개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e-Biz를 중심으
로 KPI를 통해 추출한 평가요인을 AHP에 적용하여 
성과 측정의 요인, 기준, 지표항목, 항목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기존의 웹사이트 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4대요인 항목을 도출하고, 각각의 요인에 대해 
평가변수 8개의 상위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2단계 
기준에서 B2B 웹사이트 성과 측정을 위한 총 33개의 
성과 측정 세부지표 항목을 도출하였다. 연역적 연구
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성과 측정 지표 항
목에 대해  e-Biz의 형태 중 B2B에 한정 하여 전문가 
지식 추출 방법인 계층분석과정 방법을 이용하여 가
중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의 
외국 연구결과에 의해 국내 웹사이트를 여러가지 측
면의 성과 측정에서 환경 차이에 대한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 하고, 국내 웹사이트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
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연구의 한계점

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은 B2B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의 수적인 한계에 
의해 설문을 위한 표본의 수가 작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B2B 웹사이트에 관한 연구 뿐만 아니
라 B2B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질 경
우 충분한 표본 확보와 함께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
었던 e-Biz 측면과 함께 Value Chain상에서 이루어지는 
B2B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출한 성과 측정 지표들이 도
입 단계에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 
만큼,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성과측정 지표의 중요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
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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