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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rowth of the internet shopping mall has led to a critical mass of consumers and firms 

participating in a global online marketplace. This study is devoted to providing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shopping mall. We proposed a model which 

classifies internet shopping mall into four types, including (1) general intermediary (2) general direct-sales 

(3) specialized intermediary (4) specialized direct-sales. Our framework facilitates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internet shopping mall as commercial medium and allows examination of internet shopping mall in 

terms of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irms facing online business.



96 한국CALS/EC학회지 제3권 제1호

1. 서론

전자상거 래(Electronic Commerce:EC)는 상 

품이나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고 소 

비자로 부터의 주문도 디지털 정보로 네트워 

크를 통해 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네트워 

크상에서 상거래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Kalakota, et.al, 1996]. 전자상거래 

는 인터넷이라는 범세계적인 컴퓨터 네트웍과 

WWW을 기반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WWW의 등장은 인터넷상에서의 전자상거래 

를 구체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Zwass, 1996]. 

즉, 소비자들에게 시각적, 청각적 데이터에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업적으로 이 

를 이용하려는 조직들에게 인터넷상에 기업홍 

보, 상품홍보, 제품판매 등의 창구를 마련해준 

것이다[Crede, 1996], 오늘날과 같은 무한 경쟁 

의 정보화시대에서 전자상거래는 글로벌경영 

올 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통신기 

술의 통합적 활용을 통하여 시간, 가치 및 서 

비스에 있어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쇼핑몰은 소비재를 생산하는 메이커 

및 유통업자의 상품정보가 들어 있고, 소비자 

들의 접속과 주문을 기다리는 인터넷상의 가 

상쇼핑몰이다[Sarkar, et.al, 1996]. 즉, 인터넷으 

로 접속한 소비자에게 문자, 화상, 음성 등으 

로 상품을 소개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 

때 즉시 주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세 

계적으로 다양한 인터넷쇼핑몰이 운영중이거 

나 구축중에 있다. 그러나 인터넷쇼핑몰에 대 

한 학계에서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 

므로 전자상거래의 실질적인 모습인 인터넷쇼 

핑몰의 구현과 구축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인터넷쇼핑몰의 특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쇼핑몰의 구현 방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쇼핑몰시스템 구 

현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터넷쇼핑몰 

의 개념적 특성모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 

다.

제2장에서는 인터넷쇼핑몰의 개념적 특성 

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 

넷쇼핑몰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 대하여 고 

찰하고, 제3장에서는 인터넷쇼핑몰의 개념적 

특성모형올 개발한 다음, 제4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인터넷쇼핑몰의 개념적 특성 

모형올 개발하는데 있어 이론적 토대를 마련 

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쇼핑몰에 관 

련된 연구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는 

대표적인 몇가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전자상거래의 개념

오늘날과 같은 무한 경쟁시대에서 기업들 

은 거래상대방과의 비즈니스에 다양한 정보기 

술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서 본격적인 전자상거 

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비즈 

니스 절차의 중간 단계를 제거하고 생산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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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비용절감 및 고객만족의 증 

대는 물론 산업을 재구성하게 하여 분권화된 

'가상기업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 

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Beam, et.al, 1996]. Zwass[1996]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는 "정보통신 네트웤에 기반하여 

비즈니스 거래를 수행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며, 비즈니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Kalakota와 Whins- 

ton[1996]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와 제품, 서 

비스의 구매와 판매”로 전자상거래를 정의하 

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과 같은 

범세계적인 네트웍과 WWW이라는 멀티미디 

어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비용의 저 

렴성, 전세계적인 접근, 24시간 운영등의 장점 

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http, 2],

2.2 인터넷쇼핑몰의 개념

인터넷쇼핑몰은 인터넷몰(Internet Mall), 가 

상몰(Virtual Mall)[Sarker, et.al, 1996], 전자몰 

(Electronic Mall), 가상점포(Virtual Storefront), 

온라인점포(Online Storefront) [Hoffinan, et.al,

1995] , 전자쇼핑몰(Electr- onic Shopping Mall), 

사이버쇼핑몰(Cyber Shopping Mall)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Ainscough, et.al,

1996]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쇼핑몰(Electronic 

Shopping Mall)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 

하고자 한다.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 

많은 이점을 갖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연구.학 

술목적이었던 인터넷에 상점이 등장하여 거래 

가 이루어 지도록 한 것이 인터넷쇼핑몰이다. 

Novak(1995)등은 쇼핑몰은 다양한 영역의 제 

품들을 포함하는 온라인 상점(storefronts)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쇼핑몰이 

인터넷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인터넷의 이용 

가능성과 많은 사람들의 이용, 그리고 사용비 

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은 

토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으며 건설자재도 필 

요없다. 필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정보기기 및 소 

프트웨어이므로 적은 자본으로도 가상몰 비즈 

니스를 할 수 있다[14].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쇼핑몰은 기존의 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는 구 

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징과 장점이 있다 

[제일금융연구원, 1997], 우선 구매자로서는 인 

터넷에 개설된 세계 각국의 가상상점에서 언 

제 어디서나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쇼핑이 

가능하다. 또한 유통비용의 절감이 소비자 가 

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판매자는 별도의 광 

고나 매장이 없어도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제 

품을 판매할 수 있고, 유통과정의 단축으로 판 

매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외에도 인터넷 

쇼핑몰은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상권의 

제약을 받지않고,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유연성도 큰 장점이다.

2.3 인터넷쇼핑몰의 분류에 관한 연구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에 관련되어 국내외에 

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그중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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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연 

구중에서 인터넷쇼핑몰의 분류와 관련된 연구 

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Hoffinan과 Novak(1996)은 인터넷에서 웹의 

상업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웤 

(fi"amework)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인터넷상의 

상업적 웹 사이트를 크게 목적지 사이트 

(Destination Sites)와 웹 통행 통제 사이트(Web 

Traffic Control Sites)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 

하였다. 목적지 사이트는 1)온라인 채널을 통 

하여 직접적인 판매를 제공하는 온라인 스토 

어프론트(Online Sto- refront), 2)회사와 제품의 

이미지나 정보, 광고를 제공하는 인터넷 프리 

센스 사이트(Internet Presence Sites), 3)요금이 

나,스폰서, 탐색데이타베이스에 기반한 정보이 

용에 관한 컨텐트 사이트(Content Sites)의 세가 

.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또한 웝 통행 통제 사 

이트는 1)온라인프론트의 집합인 몰(mall) , 2) 

소비자를 끌어 들이기 위한 독특한 광고형태 

.인 인센티브 사이트(Incentive Sites), 3)다른 웹 

사이트를 찾아주는 탐색 에이전트 (Search 

Agents)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의 유형 분류는 쇼핑몰의 분류라기보다는 인 

터넷의 웹사이트와 검색기술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섯 가지 상업적 

웹사이트에 대한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류한 유형별로 뚜렷한 특성이 

없고, 분류 자체가 별다른 시사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일금융연구원(1997)은 인터넷쇼핑몰올 1. 

사이버 쇼핑몰, 2. 사이버 쇼핑 숍, 3. 사이버 

쇼핑 프라자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사이버 쇼핑몰은 거대한 가상 쇼핑몰에 판매 

업자들이 가상상점을 임대해 개점하는 형태이 

며, 사이버 쇼핑숍은 판매상이 독립적으로 가 

상상점올 개설한 형태를 말하고, 사이버 쇼핑 

플라자는 가상상점 뿐만 아니라 가상은행, 가 

상여행사, 가상서점 둥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 

비스 기능 및 게임.오락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 

올 다양하게 갖춘 사이버스페이스를 사이버 

쇼핑 플라자라고 하였다.

이재규(1997)는 인터넷쇼핑몰을 품질보증, 

대금결재, 물품배달의 세가지 측면에 근거하여 

종합중개형, 백화점형, 복수백화점형, 전문점, 

전문중개, 제조업자직판의 여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쇼핑몰의 분류는 인 

터넷쇼핑몰올 광의로 해석하여 종합중개형이 

나 백화점형 뿐만 아니라 전문점이나 전문중 

개, 제조업자직판과 같은 소규모 몰도 포함시 

켰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분류는 인터 

넷쇼핑몰 상호간에 개념적으로 상호 중복되는 

면이 있고, 각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특성 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쇼핑몰의 특성모형 

의 개발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쇼핑몰 

의 분류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인터넷쇼핑 

몰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분류한 각 

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인 특성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터넷 

쇼핑몰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개념적 분류틀올 개발하고, 각 유형 

별 특성올 분석하고자 한다.

. 다음의 • 제3장에서 는 지 금까지 의 이론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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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을 근거로 하여 인터넷쇼핑몰의 특성모형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인터넷쇼핑몰의 특성모형의 개발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연구들은 

EC에 대한 개념적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러나 이러한 개념적 연구 가운데 인터넷쇼핑 

몰에 관련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전자상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비즈 

니스 영역과 다양한 상거래, 보안이나 전자지 

불시스템 같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인터 

넷쇼핑몰의 성공적인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된 연구를 토대로 하여 인 

터넷쇼핑몰의 분류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게될 인터넷쇼핑몰의 분류모 

형과 특성분석에 기반하여 개별 기업의 상황 

에 적합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현함으로서 

경영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와 혁신적인 전 

자상거래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전자상거래 

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3.1 인터넷쇼핑몰의 분류모형의 개발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인터넷쇼핑몰 

에 관련된 기존 연구와 관련된 문헌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쇼핑몰을 체계적으 

로 분류할 수 있는 인터넷쇼핑몰의 분류모형 

을 개발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통한 물품의 판매방식은 일반 유 

통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기업으로부터 제품이 

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 

하는 간접판매와 해당 기업에서 직접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직접판매의 두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두희, 1997], 이 

와같은 인터넷의 두가지 판매유형에 근거하여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유형을 분류하면 판매하 

는 제품에 대한 배달과 품질보증의 책임에 따 

라 직접판매형과 간접판매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도표3-1 참고）

먼저 제조업자나 판매자, 유통업자가 인터 

넷쇼핑몰을 통하여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제 

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품 

질보증과 배달의 책임이 인터넷쇼핑몰과 직접 

연관이 있는 판매유형을 직접판매형이라고 한

〈도표 3-1>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유형

인터넷쇼핑몰의

판매 유형

인터넷쇼핑몰의 책임
설 명제품배달 丨 품질보증

직접판매형 직 접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제품의 배달과 품질보증에 

대해 전자쇼핑몰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유형

간접 판매 형 간 접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제품의 배달과 품질보증에 

대해 전자쇼핑몰이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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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유통업자

-판매자

〈직접 판매 형〉

전자상거래제품

직접 판매

다. 이에 비하여 간접판매형은 제조업자나 판 

매자, 유통업자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제품 

올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보증과 배달에 대해 인터넷쇼핑몰은 간접 

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즉, 간접 

판매형의 인터넷쇼핑몰은 제품올 구매하는 소 

비자와 이를 판매하는 판매자, 제조업자, 유통 

업자를 중간에서 상호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그림3-1 참고）

또한 인터넷쇼핑몰을 구분할 수 있는 또다 

른 영역으로 제품유형을 들 수 있다. 인터넷쇼 

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유형을 분류하여 

보면 단일유형과 다중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단일유형은 판매되는 제품이 꽃, 책, CD, 

SW와 같은 단일업종의 제품과, 스포츠 전문용 

품이나 종교 관련 상품, 유아용품 등과 같이 

제품의 업종이 다소 상이한 제품들이 판매되 

는 경우에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로 그룹화 할 

수 있으면 단일유형에 포함한다. 그에 비해 다 

중유형은 판매되는 제품업종이 둘 이상일 뿐 

만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로 통일화시킬 수 없 

는 제품유형올 지칭한다. （도표3-2 참고）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유형과 제품유형에 근 

거하여, 수직측은 인터넷쇼핑몰의 제품 유형이 

단일 유형인지 다종 유형인지를 나타내고, 수 

평측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유형이 직접판매 

인지 간접판매인지를 배열하여 인터넷쇼핑몰 

의 분류모형올 개발한 것이〈도표3-3＞이다.

〈도표3-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인터 

넷쇼핑몰의 판매유형이 직접판매이고 판매하 

는 제품의 유형이 다양하면 종합직판형, 인터 

넷쇼핑몰의 판매유형이 간접판매이고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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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2> 인터넷쇼핑몰의 제품유형

단일 유형

-단일한 업종의 제품유형 -책, 꽃, CD, S/W

-판매되는 제품의 업종이 둘 이상일 경우에 

하나의 이미지로 그룹화할 수 있는 제품유형

-유아용품, 종교용품, 

스포츠용품 등

다종 유형
-판매되는 제품이 둘이상의 업종이면서(and)

하나의 이미지로 통일화 시킬 수 없는 제품유형

-백화점, 인터파크

메타랜드

〈도표3-3> 인터넷쇼핑몰의 분류모형

인터넷쇼핑몰의 분류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유형

간접 판매 직접 판매

인터넷쇼핑몰의

제품유형

다 종 종합중개 형 종합직판형

단 일 전문중개 형 전문직판형

는 제품유형이 다양하면 종합중개형, 인터넷쇼 

핑몰의 판매유형이 직접판매이고 판매하는 제 

품유형이 단일유형이면 전문직판형, 인터넷쇼 

핑몰의 판매유형이 간접판매이고 판매하는 제 

품의 유형이 단일유형이면 전문중개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인터넷쇼핑몰을 분류할 수 있 

다. 각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례는 다음과 같 

다.

3.2 인터넷쇼핑몰의 유형별 설명과 사례

3.2.1 종합직판형

이 유형의 인터넷쇼핑몰은 판매유형이 직 

접판매형이고, 제품유형이 다종유형일 경우에 

해당된다.

1) 롯데백화점은 유통업체로는 국내 처음 

으로 1996년 6월 인터넷상에 독립적인 사이버 

쇼핑몰을 개설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쇼핑몰에 진열된 500여점의 상품을 구입 

할 수 있다. 실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 

해 다양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며 가구, 전자, 

화장품, 의류 등 각종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기에서 상품을 

주문하려면 우선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회원 

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름, 주소 등의 기본 

신상정보와 구입대금을 결제할 신용카드 종류 

와 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회 

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전용 서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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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3-4> 종합직판형 인터넷쇼핑몰의 특징

종합직판형 in〕上知!螭登 한솔 CSN 산세계쇼핑몰

* 지

-국내 최초의 인터넷쇼핑몰

-다양한 상품정보 제공

-백화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제공

-결제방법의 다양화

-매장보유

-전용서버에 고객정보저장

-가상공간 백화점

-최 저보상제

-1 백% 교환 및 환불제

-신속정확한 배송

-철저한 회원제

••다양한 용역서비스

■•매장미보유

-회원별 DB 구축

-할인점과 연계된 상품전시

-무료회원제

-생활정보 제공

-할인점의 상품정보 제공

-회원포인트제 실시

- 매장보유

-신용카드 고객정보 관리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롯데 상품권과 단체 

구매, 백화점 카드안내등 백화점과 관련된 편 

리한 정보를 담고 있다. 대금결제는 각종 신용 

카드, 롯데카드, 온라인 송금등이 가능하다 

[http, 1].

2) 1997년 6월 사이버백화점올 오픈한 한 

솔 CSN은 대형매장을 차려놓고 상품을 파는 

다른 백화점과는 달리 가상공간 내에 일반 대 

형백화점과 똑같은 매장을 차려놓고 상품을 

팔고 있다. 토지와 건물등 초기투자가 들지 않 

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며, 적은 인원으로 막 

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올 것으로 보여 수익 

도 기존 백화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 개인적 욕구의 다양화와 개성화 추세에 맞 

추어회원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개인의 취향과 기호 및 개성에 맞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1：1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한솔 CSN은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다른 사이버 쇼핑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저보상제, 1백% 교환 및 

환불제, 신속정확한 배송, 철저한 회원제, 다양 

한 용역서비스 등과 같은 차별화전략을 시행 

하고 있다. 최저가격 보상제는 동일제품을 정 

상적인 유통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한 회원에 

대해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1백% 교환.환 

불제도는 회원이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입후 30일 이내에 한해 조건없이 제품 

올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 주는 고객만족 서비 

스이다[htp, m].

3) 신세계 백화점이 인터넷에 마련한 매

장이 인터 넷쇼핑몰이다. 인터 넷쇼핑몰은 

쇼핑뿐만 아니라 재테크, 생활정보, 공항주차, 

포장이사, 꽃배달 등 19종류의 생활정보 및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쇼핑몰의 가장 

큰 특징은 E-MART나 프라이스클럽과 같은 할 

인점으로 운영되는 자회사들의 상품을 올려 

놓은 점과 무료회원제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그외 국내 최초로 구입금액에 따른 회원포인 

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매시 1만원 마다 1 

점올 부여해 누적점수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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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입한 물건 

의 대금결제는 신세계백화점 카드나 일반 신 

용카드, 또는 은행 온라인 입금으로 가능하다. 

구입한 물품은 3-7일 이내에 배달이 이루어 지 

며, 배달료는 구입물품의 가격이 3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무료, 미만일 경우에는 4천원의 배달 

료가 추가된다[http, 3].

3.2.2 종합중개형

이 유형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유형이 간 

접판매형이고, 제품유형이 다종유형일 경우에 

해당된다.

1) 데이콤은 인터넷상에서 상거래를 가능 

하게 하는 '인터파크(Inter Park)'를 1996년 6월 

부터 운영하고 있다. 데이콤은 인터넷 서버에 

사이버 쇼핑몰을 구축해 놓고 상품판매를 원 

하는 판매업체나 백화점등 유통업체들에게 가 

상상점을 임대하고 있다. 현재 인터파크가 취 

급하는 품목은 컴퓨터주변기기를 비롯하여 음 

반, 도서 등 약 6만가지의 제품을 갖춰놓고 있 

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구입하려면 인터파크 흠페이 

지에 접속해 이용자 번호와 연락처 등을 입력 

하여 회원에 가입한 다음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 거래대금은 신용카드나 온라인을 이 

용해 결제할 수 있다. 인터파크에서는 앞으로 

의 발전방향을 mall & malls로 설정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 

인터넷 쇼핑몰을 하나로 모아 서비스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http, 11],

2) 미국의 '인터넷 몰 (Internet Mall)'은 

12,135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급 

품목은 꽃, 책, 교육용품, 보험, 여행대행 등 

인터넷을 이용해 매매가 가능한 모든 상품이 

나 서비스이다. 인터넷몰에 자신의 사업을 올 

리기 위해서는 따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 

다. 단지 이 쇼핑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판매 

하고자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추상적이지 

아닌 구체적 상품이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서 주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만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 큰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군 

소업체들도 부담없이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인터넷몰을 방문한 사람이 가입된 회사 

의 제품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된 연락 

〈도표3-5〉종합중계형 인터넷쇼핑몰의 특징

종합중계형 인터파크 미국의 인터넷 몰 미국의 쇼핑2000 미국의 인더스트리넷

"草.";

-mall & malls

- 전자지불시스템 

개발중

-매장 미보유

-신용카드 고객정보

-쇼핑몰 가입비용 무료

-추상적이지 않은 구

체적인 상품만 판매

1 매장 미보 유

-개별상점에서 관리

-깔끔한 그래픽처리

-상품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의 안내

-매장 미보유

-고객정보 DB구축

-세계 최대 규모의몰

-다양한 상품목록

제공

-매장 미보유

-신용카드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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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나 웹주소를 이용해서 자세한 정보와 주문 

을 하면 된다[http, 15],

3) 미국의 콘텐트 웨어(Content Ware)가 운 

영하는 '쇼핑2000'은 50개가 넘는 상점과 다양 

한 카탈로그가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화면에 

걸쳐 그래픽 처리가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어 

쇼핑하는 데 지루하지 않다. 이곳은 사용자로 

등록된 유저들과 등록이 안된 게스트들올 위 

한 두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상품뿐 

만 아니라 상품을 판매 제조하는 기업들에 대 

한 안내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주요 상품들 

로는 컴퓨터 게임기들과 선물코너, 식료품과 

운동기구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쇼핑 

2000을 처음 이용하는 방문자는 이름과 주소 

를 등록하게 된다. 이것은 고객의 정보를 데이 

터베이스로 구축해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한 목적도 있다[http, 18].

4) 미국의，인더스트리넷(Industrynet)'은 인 

터넷쇼핑몰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 

는 데 회원수는 제조업부터 물류 등 30만개사 

가 넘고, 무역회사는 4천5백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인더스트리넷은 모두 17개분야의 엔지니 

어링 상품목록을 제공한다. 상품목록에는 각 

상품에 대한 최신 내용의 사진, 도면, 구매가 

이드 등이 함께 곁들여져 있다. 각 상품은 서 

비스 회사이름이나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회원사는 산업계의 뉴스도 제공받는다• 올 연 

말부터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불할 수 있고 

직불카드나 전자이체 등 신용카드 이외의 다 

른 지불수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 

이다 [http, 14].

3.2.3 전문직판형

이 유형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유형이 직 

접판매이고, 제품유형이 단일유형일 경우에 해 

당된다.

1) '티셔츠리퍼블릭(T-shirtrepublic)'은 성도 

섬유가 개설한 티셔츠 전문 사이버 쇼핑몰이 

다. 자체 생산한 그래픽 프린트 티셔츠와 해외 

에서 수입한 그래픽 티셔츠 50여종을 전시. 판 

매하고 있다. 인포메이션 페이지, 카탈로그 페 

이지, 커스텀 오더 둥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인포메이션 페이지는 사이트의 소개와 실 

제 티셔츠 전문매장인 T-REP매장을 안내하고 

있으며, 티셔츠의 탄생배경에서 오늘날에 이르 

기까지 티셔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다. 카탈로그 페이지는 티셔츠에 

인쇄된 그래픽을 콘셉트별로 분류하여 전시하 

고 있다. 각 프린트 이미지를 마우스로 선택하 

면 모델이 착용한 모습과 함께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기획에서 생산, 납 

품에 이르기 까지의 전공정이 최소 3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되며 한 장부터 수천, 수만장에 

이르기 까지 수량 제한없이 주문올 받는다

[http, 12],

2) 윌밍톤(Wilmington)에 있는 이 크리스마 

스 상품 전문 판매점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가상 쇼핑몰이 아니라 실제로 상점에서 물건 

올 진열하고 판매하는 업소이다. 이곳에서 눈 

오는날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아주 좋은 상품 안내서 역활을 하는 쇼핑몰이 

될 것이다. 상품들에 대한 선명한 사진제공과 

함께 가격도 크기나 종류별로 자세하게 수록 

하고 있으며 주문서가 비치되어 있고 주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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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3-6> 전문직판형 인터넷쇼핑몰의 특징

전문직판형 티셔츠리퍼블릭 미국의 윌밍톤 아 마 존 클 릭

특 징

- 매장보유

-티셔츠전문 쇼핑몰

-제품생산의 신속화

-제품주문의 무제한

- 매장보유

-크리스마스 상품 

전문 쇼핑몰

-다양한 주문 방식

•온라인, 전화,우편

-매장 미보유

-도서전문 쇼핑몰

-세계최대의 서점

-독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제공

-매장 미보유

-소프트웨어 전문 

쇼핑몰

-제품가격 할인

-신속한배달

-제품의 환불/ 교환

식은 주문서를 이용한 온라인 주문과 전화나 

우편을 이용한 주문도 있다[http, 19],

3)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상점인 '아마 

존'(Amazon)은 도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 

상공간에서의 본격적인 서점이다. 이 서점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약 250만권으로 세계 

최대의 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많 

은 도서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서점과 

달리 도서를 진열할 공간이 필요없기 때문이 

다. 책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일일이 진 

열된 책을 뒤져 보지 않고도 도서명이나 주제 

어 등으로 원하는 도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 

다. 이밖에도 독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 

고 있다[http, 6],

4) '클릭(Click)'은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다. 국내외 

에서 시판되고 있는 4만여종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 

에겐 최신 정보이외에도 유통 및 물류비 절감 

에 의한 가격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각 소프트 

웨어의 최신버전 개발상황, 제품 포지셔닝, 시 

스템 요구사항, 기능 등에 관한 상세정보와 함 

계 동급기능을 갖춘 유사제품도 소개하고 있 

어 사용자는 자신의 취향과 용도에 맞는 제품 

을 비교 선택할 수 있다. 참고서적, 해당 소프 

트웨어의 교육기관, 인기 소프트웨어 베스트 

10, 장르별 추천 소프트웨어, 1백여개의 데모 

및 트라이얼 버전 등도 등록해 두었다. 판매 

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주문 후 1-3일 이내에 

무료로 전국 어느 곳이나 배달해주며, 고객은 

제품 사용 후 불만족스러울 경우 15일 이내에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http, 

7].

3.2.4 전문중개형

유형의 인터넷쇼핑몰은 판매유형이 간접판 

매형이고, 제품유형이 단일유형일 경우에 해당 

된다.

1)，폴리소트(Ploysort)'는 플라스틱과

고무산업분야의 기업에 특화한 거래알선 

전문 쇼핑몰이다. 폴리소트는 현재 1,000여개 

사를 회원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42,000여개의 

플라스틱과 고무제조업체의 리스트를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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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3-7> 전문중계형 인터넷쇼핑몰의 특징

전문중계형
*리 소트

패스트파츠 디지털마켓 1

톡 징

. .■■■

-회원사간 정보공유

-관련 기술동향 뉴스제공

-가상엑스포 개최

-플라스틱과 고무산업 

분야에 특화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

-매장 미보유

••실시간 경매방식

-익명의 거래

•■전자부품에 특화

-매장 미보유

-전국단위의 물류업체

회원사 등록

-전기전자제품 전문 중개

-매장 미보유

베이스에 저장시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폴리소트에 연간 2천달러를 지불하면 폴리소 

트의 웹페이지에 등록하여 이곳에서 부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원사뿐 아니라 플라스틱과 고무산업분야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업 목록올 제공한다. 

이외에도 관련 기술동향 뉴스를 제공하고, 회 

원사의 웹사이트를 시험 연구서비스 기관과 

광고, 토론광장에 링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다. 또한 폴리소트는 시카고에서 97년 7월에 

열린 플라스틱엑스포와 연계해 가상 엑스포도 

개최하여 플라스틱 엑스포 참여기업들

이 출품상품과 부스번호를 웹을 통해 전시 

할 수 있도록 했었다[http, 17],

2)，패스트파츠(f於tparts)'는 전자부품에 특 

화한 부품중개 사이트란 점에서는 폴리소트와 

다를바 없지만 부품구매 및 판매방식이 독특 

하다. 참여기업들이 실시간으로 경매방식올 이 

용해 익명으로 거래하도록하기 때문이다. 패스 

트파츠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서 구매 

자와 판매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매자 입장에서 

는 물품구입올 판매자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중간상의 제거로 인한 구입원가의 하락, 직접 

구매에 따른 양질의 제품 구입, 제품구매 시간 

의 단축, 제품구매에 다른 익명성 보장, 전자 

상거래로 인한 낮은 세금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판매자 입장에서는 패스트파츠 

에서 제품판매대금의 인증에 따른 판매대금의 

안전한 회수, 영업사원과 중간상의 제거에 따 

른 판매원가의 하락,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광 

범위한 구매고객 확보, 제품 판매에 따른 세금 

의 낮은 부과등의 혜택이 있다. 패스트파츠사 

는 거래가 이루어 질 때 거래금액에 근거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http, 11].

3)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서니베일에 있는 ' 

디 지 털마켓(Digitalmarket)，은 전기 전자제 품만을 

다루는 중개 쇼핑몰이다. 96년 11월에 출범한 

이래 3백 60여개의 회사가 등록했고 7개의 전 

국단위 물류업체도 회원사로 등록해 있다• 구 

매자들은 디지털마켓올 통하여 부품검색 및 

선택, 구매주문, 주문량선정, 주문확인, 주문변 

경, 변경확인 둥을 수행할 수 있다. 구매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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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초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등록한 다음 

사용할 수 있으며. 거래에 따른 대금 지불은 

신용카드로 이루어 진다[http, 8].

3.3 인터넷쇼핑몰의 유형별 특성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인터넷 쇼핑몰의 네가지 

유형의 설명과 사례에 근거하여 각 유형별 인 

터넷쇼핑몰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쇼핑몰의 특징, 각 유형 

별 인터넷쇼핑몰에 적합한기업, 대표적으로 활 

용 가능한 전자지불시스템, 인터넷쇼핑몰의 전 

략유형과 주요성공요인과 같은 특성에 대하여 

각각의 유형별로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의 〈도표3-8>는 인터넷쇼핑몰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 정리한 틀이다.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할 주요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 

다.

적합한 기업은 지금까지의 논의와 각 유형 

별 사례와 특징에 근거하여 각각의 인터넷쇼 

핑몰의 유형별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면서 효 

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속성을 분석 

하여 제시한다.

전자지불유형은 인터넷쇼핑몰의 유형별 특 

징과 전자지불시스템의 특성에 기반하여 개별 

인터넷쇼핑몰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자지불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적용할 전략유형은 와이즈만 

의 전략대안 생성 모형(Wisemanm, 1984)의 차 

별화, 비용절감, 혁신, 성장, 제휴라는 다섯가 

지 전략요점(strategic thrusts)에 근거한다. 차별 

〈도표 3-8> 인터넷쇼핑몰의 유형별 특성 분석

、、、、유 형 
특 甫\ 종함직판형 종합중개형 전문직판형 전문중개 형

f 亍WII

-다양한 차별화전략

-교통.주차난 해소

-유지.운영비의 저렴

-높은 수익성

-많은 가상상점

-다양한 취급품목

-검색기능 제공

-중소기업에 새로운 

전략적 기회제공

-자사의 고유브랜드 

제조업체

-전문화된 제품취급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알선

-전문 기술정보

제공

적합한 기업
- 백화점 -중소기업 - 제조업

- 전문상점

-전문 거래중개업

전자지불유형
- 신용카드형

- 전자현금형

-신용카드형

- 전자현금형

- 스마트카드형 - 전자수표형

전략유형 -차별화전략 - 혁신 •성장전략 - 비용전략 -제휴전략

주요성공요인

-동적인 정보화

-쇼핑몰의 창의적 

설계와 구축

~다양화

-비교쇼핑 지원

- 전문화

-hard to find prod- 
ucts의 손쉬운 구매

-연계 화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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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신의 경쟁사과 비 

교하여 두드러지게 차별화하는 것이다. 비용은 

자신의 원가를 줄이거나 경쟁사의 원가를 상 

대적으로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획득할 수 있 

는 경쟁우위이다. 혁신은 새로운 진입기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장은 제품의 다양화, 지 

역적인 확장, 거래량의 증대에 의해 우위를 달 

성하는 것이다. 제휴는 기업과 기업간의 연계 

나 혹은 조직간에 형성된 협약, 공동투자, 또 

는 기업병합 등을 통하여 경쟁우위를 얻는 것 

이다. 이러한 다섯가지의 전략요점을 지금까지 

살펴본 인터넷쇼핑몰의 특성과 비교 분석하여 

각 유형별로 가장 적합한 전략유형올 제시하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주요성공요인 (CSF) 은 

업계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의 성공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 조건 흑은 변수 

를 말한다[Beam, et.al, 1996]. 지금까지 살펴본 

인터넷쇼핑몰의 다양한 특성에 근거하여 기업 

이나 조직에서 인터넷쇼핑몰올 구현하여 운영 

할 경우 계속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경쟁우위 

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향해야 할 주요성공요 

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3.3.1 종합직판형

이 유형의 인터넷쇼핑몰은 판매유형이 직 

접판매형이고, 제품유형이 다종유형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유형의 인터넷쇼핑몰은 가상 

공간내에 일반 백화점과 유사한 매장구조에 

비슷한 종류의 상품을 네트웤올 통해 판매함 

으로써 토지나 건물과 같은 초기 투자가 거의 

소요되지 않고, 실물 백화점과 같이 많은 운영 

요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유지. 운 

영비의 절감으로 인해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은 네트웤을 통해 필 

요 제품을 구입함으로서 교통난이나 주차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백화점에서 인터넷쇼핑몰을 구현중 

이거나 운영중에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은 정보시스템이 조직의 경영에 핵심요소 

로서 작용하며, 인터넷쇼핑몰의 구현과 활용수 

준이 기업의 전략적 우위와 경쟁력의 비교척 

도로 적용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러므로 다양 

한 유형의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 

품. 정보. 금융의 복합적인 전자상거래를 실현 

하고 있는 백화점이 대표적인 기업유형에 해 

당된다.

따라서 실물 백화점에서와 같은 상거래가 

네트웤을 통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에 물품구 

입에 따른 대금을 어떻게 주고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신용카드형 전자화폐는 

거래 당사자간의 신용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적합하므로 백화점식의 거래가 네트웤에서 이 

루어 지는 종합직판형에 아주 유용한 지불방 

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신용카드형 

은 소액의 상거래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직판형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자현금을 병 

행하면 유용한 지불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홍일유 둥, 1997],

종합직판형 인터넷쇼핑몰의 전략유형은 와 

이즈만(Wisemanm, 1984)의 전략대안 생성 모 

형중 차별화전략이 적합할 것이다. 제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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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자신의 경쟁 쇼핑몰과 비교하여 두 

드러지게 차별화하여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전 

략이다.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 

직판형 인터넷쇼핑몰은 쇼핑몰 상호간에 치열 

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 

해 차별화전략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살펴보았다.

종합직판형의 주요성공요인은 동적인 정보 

(Dynamic Infbrmation)[Hoffinan, et.al, 1995] 의 

제공이다. 고객정보의 활용이 종합직판형 인터 

넷쇼핑몰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생존 전략에 적극 활용하는 것 

을 말한다. 예를들면 회원들의 신상정보와 거 

래정보 둥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켜 고객들 

이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에이전트(agent)기술 

[Sarkar, et.al 1996]을 활용하여 고객의 취향과 

기호 및 개성에 근거한 상품 및 서비스를 신 

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고객서비스 제고및 만 

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요성공요 

인은 쇼핑몰의 창의적 구성을 들 수 있다. 종 

합직판형 쇼핑몰은 거의 대부분 백화점이나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다. 그러므로 

쇼핑몰내에 아무리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쇼핑몰의 구성이 고객에게 

아무런 느낌과 감홍을 주지 못하는 쇼핑몰은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객 

이 사이버 쇼핑을 할 경우 편리한 구성과 쉬 

운검색, 하이퍼링크의 연계, 가상현실(virtual 

reality)기술[http, 10]을 적용하여 실제 매장에 

서 쇼핑하는 느낌의 제공 등을 고려한 창의적 

인 쇼핑몰의 설계와 구축이 요구된다.

3.3.2 종합중개형

이 유형은 판매할 제품유형이 다양하며, 판 

매한 제품의 품질보증과 배달에 대하여 인터 

넷쇼핑몰은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간접판매형 

이다. 종합중개형 인터넷쇼핑몰은 쇼핑몰내에 

많은 가상상점을 구축하여 제조업자나 판매업 

자, 기타 사업자 등에 임대하여 운영하기 때문 

에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취급한다.

이러한 종합중개형 쇼핑몰은 저렴한 가입 

비용으로 자사의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시장에서 대기업에 비해 자 

금력의 열세에 놓여 있던 중소기업에게 새로 

운 전략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대기업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금, 인력, 정보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인터넷에 기반한 종합중개 

형 인터넷쇼핑몰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마아 

케팅 영역의 개척과 전략적 기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중개형에 적합한 전자지불유형은 신용 

카드와 전자현금이다[홍일유 등, 1997], 종합직 

판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형의 고객들과 

전자상거래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 고 

객의 신용확인이 용이한 신용카드형이 적합하 

며, 신용카드형의 단점인 소액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현금을 병행하여 사용하면 효과적이 

다.

종합중개형에 적합한 전략유형은 혁신•성 

장전략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새롭게 변화시 

키면서, 제품의 다양화와 거래량의 증대를 통 

해 여타의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획득 

하는 전략이다.

종합중개 형 인터 넷쇼핑 몰의 주요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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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쇼핑몰 내의 업종 및 상품의 다양화와 

비교쇼핑의 지원 등이 있다. 다양한 제품을 하 

나의 쇼핑몰에서 제공함으로 고객만족을 증대 

시킬 수 있고 이러한 고객만족은 고객들이 상 

대적으로 다른 쇼핑몰을 이용하는 횟수를 점 

점 줄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양화의 시행에 

있어서 유의점은 종합중개형에 참여할 회원사 

는 사전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 엄격히 심사하 

여 고객들에게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업체만 선별하여 쇼핑몰 내에 입 

점시켜야 하는 점이다. 또 다른 주요성공요인 

은 바겐파인데http, 1］나 바겐보트［http, 9｝와 

같은 지능형 에이전트에 기반한 비교쇼핑의 

지원［Sarkar, et.al, 1996］이다. 종합중개형은 다 

양한 유형의 제품과 상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 

러므로 소비자가 제품올 구매할 경우에 상품 

에 대한 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올 뿐 

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비교검색 

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최적의 상품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고객서비스를 중대시킬 수 있는 

비교쇼핑이 요구된다. 이러한 비교 쇼핑에 의 

한 서비스 제공은 다양한 유형의 제품과 상점 

을 보유한 종합중개형 쇼핑몰의 강점올 더욱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3.3.3 전문직판형

이 유형은 판매할 제품이 단일유형이며, 인 

터넷쇼핑몰이 판매한 제품의 품질보증과 제품 

배달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유형이 

다. 즉,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와 제품판매자 

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전문직판형 

쇼핑몰은 자사의 고유한 브랜드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게 적합한 유형으로서 직접 마아케 

팅을 실현할 수 있다. 그외에도 소프트웨어, 

스포츠용품, 책, 크리스마스용품, 유아용품 등 

과 같은 전문화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 다른 

유형의 쇼핑몰에 비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제품에 대한 구매를 원하는 고 

객에게는 여러 종류의 제품이 분산되어 있는 

종합형의 쇼핑몰보다는 특정 유형의 제품에 

특화된 전문직판형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유형에 적합한 전자지불방식은 실물매 

장에서 유통되는 현금과 잔돈의 기능을 대행 

할 수 있어야 하며, 소액과 고액의 거래를 동 

시에 지원하고, 대금결제 및 관리가 용이해야 

하고, 실제로 판매매장을 소유한 쇼핑몰 운영 

자에게는 쇼핑몰상의 온라인 지불과 실제 매 

장에서의 오프라인 지불이 동시에 가능한 전 

자화패가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킬 수 있는 전자화폐는 스마트카드형의 전 

자화폐이다.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이용 가능 

하며 취급이 간단할 뿐만 아니라 유통코스트 

가 저렴하며, 신용보중이 필요없기 때문에 고• 

소액의 제품구매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홍일유 둥, 1997］,

이러한 전문직판형 인터넷쇼핑몰이 추구해 

야될 전략은 비용전략이다. 종합형 인터넷쇼핑 

몰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는 전문화된 취급제품의 판매가격의 상대적인 

저렴화가 요구된다. 즉, 다양한 유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종합형과 비교하여 특정제품에 한정 

하여 판매하는 전문직판형은 고객들에게 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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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품을 다른 쇼핑몰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 

nfl [Hoffman, et.al, 1995] 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문직판형의 주요성공요인은 전문 

화의 추구이다. 전문직판형 쇼핑몰의 특성상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영역에서 품질이나 서비 

스, 가격, 속도 등과 같은 측면 중에서 적어도 

한 분야에서는 세계최고의 역량올 보유하고 

있어야만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인터넷쇼핑몰 

과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 중에서도 

특히 전략과의 연계에 의한 판매제품의 비용 

측면의 우위[Hoffinan, et.al, 1995]가 무엇보다 

요구될 것이다. 또한 특정 제품영역에 전문화 

함으로서 고객들이 찾기 어려운 제품(hard-to 

-find-products) [Hoffinan, et.al, 1 995] 들올 전문 

직판형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다른 유형의 쇼핑몰과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3.3.4 전문중개형

이 유형의 인터넷쇼핑몰은 판매할 제품이 

단일유형이며, 판매한 제품의 품질보증과 제품 

배달에 대하여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 즉, 인 

터넷쇼핑몰은 제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중간매개 역할을 한다. 이 유형은 특정한 분야 

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전문중개형 쇼 

핑몰의 회원사로 가입시켜 기업간에 필요 제 

품을 전자상거래로 중개하기 때문에 가상기업 

의 기초 단계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입된 회원 

사에게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정보와 기타 

관련 뉴우스도 제공한다.

이러한 전문중개형은 기업과 기업간에 필 

요한 제품을 전자적으로 상거래할 때 거액의 

자금 지불올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자 

지불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에 부합되는 

전자화폐는 전자수표이다. 전자수표는 거액의 

자금 결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기업간의 상거래가 대부분인 전문중개형 인터 

넷쇼핑몰에 적합한 전자지불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홍일유 둥, 1997],

전문중개형에 적합한 전략유형은 제휴전략 

이다. 전문중개형은 일반소비자보다는 기업을 

주요한 목표 고객으로 한다. 기업은 자신의 생 

산과 관련된 영역의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의 제품을 필요로 한다. 이때 전문중개형 

쇼핑몰간에 상호 제휴에 의한 연계가 이루어 

져 있으면 기업들이 필요한 제품을 손쉽게 구 

매하게 함으로서 종합형이나 전문직판형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제휴전략에 근거하여 제품영역이 상이한 

전문중개형 쇼핑몰들을 상호 연계시키고, 쇼핑 

몰 상호간에 제품판매정보를 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나타냄으로서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보 

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문중개 형 쇼핑몰의 주요성 공요인으로는 

연계화와 위험관리이다. 제휴전략에 기반하여 

전문중개형 쇼핑몰들을 상호 연계시켜, 쇼핑몰 

상호간에 제품판매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전문중계형 쇼핑몰 상호간에 연계에 의한 시 

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 

중개형 쇼핑몰은 주로 기업간의 전자상거래를 

알선하는 유형이다. 그러므로 기업간에 전문중 

개형 소핑몰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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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전자절도 등에 대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Sarkar, et.al, 1996]가 다른 유형의 

쇼핑몰 보다 더욱 요구된다. 기업간의 전자거 

래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위험들에 대해 위험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서 판매자와 구 

매자에게 전문중개형 쇼핑몰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뢰는 전문중개 

형 쇼핑몰이 다른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획득하는 원천이 될 것이다.

4. 결론

인테넷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서 가상공간에서의 전자상거래가 모든 산업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를 창출하면서 전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엮 

어가고 있다. 이전에는 연구•학술 목적이었던 

인터넷에 상점이 등장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도 

록 한 것이 인터넷쇼핑몰이다. 인터넷쇼핑몰은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서버 

에 상품정보를 올려놓고 이 컴퓨터에 접속하 

는 이용자가 상품을 골라, 온라인 상에서 전자 

결제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상품올 배 

송해주는 새로운 상품판매 형태이다. 소비자들 

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전세계 어느 곳에서 

든지 원하는 물건을 주문할 수 있고 배달올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직판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으므로 중간상의 제거로 

인한 유통마진의 절약, 그에 따른 제품구매 비 

용의 저렴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쇼핑몰을 구현할 경 

우 인터넷쇼핑몰의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하 

는데 있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쇼핑 

몰의 분류모형을 개발하였다. 인터넷쇼핑몰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종합 

직판형, 종합중개형, 전문직판형, 전문중개형 

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종합직 

판형은 다양한 유형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백화점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되며, 종합중개형 

은 여러 가지 유형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판매 

하는 유형이며, 자본이나 기술, 정보 등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열세인 중소기업에 적합한 

쇼핑몰 유형이다. 전문직판형은 단일유형의 제 

품올 직접판매하는 전문상점이나 자사의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에 적합한 유 

형이며, 전문중개형은 단일유형의 제품을 간접 

적으로 여러 기업들에게 중개하는 기업간 거 

래 중재형의 성격올 띄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인터넷쇼핑몰의 유형 

별 특징과 전략올 실제 기업상황에서 조사하 

기 위한 실증연구를 통해 개념적 틀을 검증해 

야 할 것이다. 특히,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자 

료를 수집하여 각 인터넷쇼핑몰 유형과 관련 

전략간의 연계를 조사함으로서 인터넷쇼핑몰 

구현 계획올 위한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획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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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공동저자 김 효석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 하고 미국 University of Georgia에서 경 영 학석사 

와 경영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중앙대학교 전산센터 소장, 정보산업 대학원장과 경영대학학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중이며 ［한국CIO포럼］대표간사를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