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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한 지점에서 원하는 다른 지점까지 의미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적절하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

컴퓨터
통신

통신회선에 연결 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나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의 전달을 의미

통신망
통신 시스템들을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

[통신 위성]



통신의 역사

[통신 관련 기본 용어 설명]



통신의 역사

[프로토콜의 개념도]



통신의 역사

인접한 건물 내의 학교나 연구 기관에서 컴퓨터 사용자들끼리 통신을 시작하게 된 것이
컴퓨터 통신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음

―1969년에 미국 국방성의 ARPANet이 출현하였음. 하나의 대형 컴퓨터에 여러 개의
컴퓨터 터미널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식
―1974년 제록스(Xerox)에 의해 개발된 이더넷 (Ethernet)은 네트워크 구조를 호스트-
터미널 구조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구조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함
―1982년에는 TCP/IP가 도입되었으며, 1992년에는 WWW(World Wide Web)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그 후 인터넷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WWW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서비스가 더욱
다양해지고 ISDN, ADSL 등 새로운 연결 방법이 제안되었고, IMT-2000 등 새로운
통신망의 개발로 멀티미디어 기반의 통신망이 확충됨
―최근에는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으로 각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LTE 
등 무선통신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2020년대에는 사물인터넷을 가능케 하는 5세대
통신이 개시될 예정



통신의 역사

[통신망의 발달 과정]



통신의 역사

각 DTE 간의 통신 방식은 자료 흐름의 방향과 동시성 여부에 따라 단방향 통신, 반이중
통신, 전이중 통신의 3가지로 분류됨

① 단방향 통신(Simplex)

한 DTE는 송신 기능만 가지고 있고 다른 DTE는 수신 기능만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만 전송되는 통신 방식. 일반적인 데이터 통신에서는 없으며 TV나 라디오
방송에서 볼 수 있음

[단방향 통신]



통신의 역사

통신하는 두 DTE가 시간적으로 교대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의 통신

[반이중 통신]

② 반이중 통신(Half Duplex)



통신의 역사

통신하는 두 DTE가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송신과 수신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두 개의 채널이 필요하다.

[전이중 통신]

③ 전이중 통신(Full Duplex)



네트워크의 접속 종류

여러 대의 컴퓨터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

회선 교환 네트워크 (Circuit Switching Network)

패킷 교환 네트워크 (Packet Switching Network)



네트워크의 접속 종류

전화망과 같은 원리로 운영되는 통신망

일단 한번 연결이 이루어지면 다른 가입자들에 대해 연결이 폐쇄되기 때문에 폐쇄
회로(Closed Circuit) 네트워크라고도 함

A와 C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으려고 할 경우 스위치의 한쪽 끝은 A에게, 다른 한쪽 끝은
C에게 연결되어야 하며 이 때 나머지 B, D, E, F는 전혀 통신을 할 수 없음

[회선 교환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접속 종류

한 회선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통신이 가능함

데이터는 패킷으로 불리는 단위로 전송됨

TDMA, ALOHA, Ethernet-CSMA/CD 방식 등이 있음

헤더(header) : 데이터가 전달될 곳의 주소와 패킷의 순서 데이터

데이터

테일러(tailor) :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정보



근거리 통신망

LAN(Local Area Network)은 보통 같은 사무실이나 공장, 연구소, 학교 등 비교적 가
까운 지역 내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호스트 컴퓨터 등을 상호 접속하여
구성됨

단지 가깝다는 거리 개념보다는 한 조직이 소유하는 인접 지역 내의 통신망을
LAN이라 함



근거리 통신망

① LAN은 고품질의 전용선을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함

② 전송 속도가 대단히 빠름

③ 고품질의 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러율이 매우 낮음

④ 전송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전송 지연이 작음

⑤ 다양한 통신 장치와의 연결이 가능하여 확장과 재배치가 용이함



근거리 통신망

① 버스(bus)형

버스라는 하나의 공통 선에 각 노드들이 접속되어 있는 형태로서, 버스형은
근본적으로 방송 특성을 가지므로 여러 노드가 동시에 전송을 원할 때 발생하는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필요함

[버스형]



근거리 통신망

② 링(ring)형

노드들을 점 대 점 형태로 차례대로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링 모양으로 구성하는 방법
각 노드는 수신된 신호를 인접 노드로 재전송함
링상의 신호는 일정 방향으로만 전송됨
만약 링 상의 한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링이 단절되어 전체 네트워크가 동작하지
못하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음

[링형]



근거리 통신망

③ 스타(star)형

중앙의 제어 노드를 중심으로 각 노드들이 점 대 점 형태로 연결
배선이 용이하고, 중앙 제어 노드를 이용하면 시스템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중앙 제어 노드의 신뢰도와 성능이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와 성능을 지배하게 됨

[스타형]



원거리 통신망

① 일반적으로 WAN(Wide Area Network)은 LAN보다 훨씬 속도가 느림

② LAN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연결함

③ 구축비용이 LAN 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소요됨

[LAN과 WAN의 개념]



원거리 통신망

① 점 대 점 방식(point-to-point) 

두 개의 지점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서 속도와 대역폭이 지정되어 있으며 안정성
면에서 뛰어남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함

② 그물 방식(mesh)

구름(cloud) 형태의 공중망을 활용하여 WAN을 구성하는 것

X.25, 프레임 릴레이, ISDN, ATM, B-ISDN 등이 이에 해당

그물 방식 WAN의 장점은 점 대 점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점



원거리 통신망

③ X.25망

음성 전용으로 설계된 일반 전화망이 데이터 통신에 부적합하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CCITT(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가 ‘X.25 권고안’을 1970년대 중반에 제정함

④ 프레임 릴레이(Frame relay)

X.25의 복잡한 기능을 상당 부분 단순화시켜 데이터의 고속 전송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네트워크

프레임 릴레이는 X.25보다 빠른 속도를 보유하게 됨



원거리 통신망

⑤ 비동기 전송 방식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ATM)

WAN 기술에 뿌리를 둔 ATM이 각광받는 LAN 연결망으로 데뷔한 것은 1989년

ATM의 장점은 데이터를 53바이트 크기의 데이터 묶음으로 전송하는 한편 비디오, 
음성 등 각종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할당된 대역에 따라 보낸다는 점임

이러한 이유로 ATM은 영상 회의, VOD 등 멀티미디어 관련 소프트웨어 전송에 적합한
네트워크로 평가받고 있음



모뎀

MOdulator/DEModulator의 준말로서 ‘변복조기’를 의미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필요에 따라 상호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기를
모뎀이라고 부름

[모뎀]



모뎀

① 디지털 신호의 감쇄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 감쇄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② 전화망의 사용

수십 또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컴퓨터들 간의 통신은 직접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통상
전화망을 임대하여 사용함

[모뎀의 작동 원리]



모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거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방법을 각각 변조(Modulation)와 복조(Demodulation)라고 함

① 진폭 변조
진폭 변조란 기준 신호의 진폭을 바꾸는 방법

② 주파수 변조
주파수 변조란 기준 신호의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

③ 위상 변조
위상 변조란 기준 신호의 위상을 바꾸는 방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etwork        
Interface Card: NIC)

이더넷 네트워크와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기기를 말함

NIC의 다른 이름으로는 랜 카드, 이더넷 카드 등으로도 불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허브

버스형인 이더넷의 망 구성을 스타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

한 선의 입력 신호를 다른 모든 선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리피터 기능을 함

스위칭 허브(switching hub)는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목적지 주소에 해당하는
라인으로 전송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음

[스위칭 허브][허브]



라우터

인터넷은 여러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라우터(router)임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라우터는 수신되는 인터넷 주소를 보고 경로를 정하는 역할을 함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을 라우팅(routing)이라고 함

[라우터]



종합정보통신망(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ISDN)

종합정보통신망은 기존의 각 통신망이 제공하던 전화망의 음성 서비스, 데이터
통신망의 데이터 전송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망으로 제공함

[ISDN의 구조]



ADSL과 VDSL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의 약자로서 음성 통화와 고속 인터넷 통신이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접속 서비스

기존의 전화선으로 0∼4KHz까지를 음성용으로, 4KHz∼2.2MHz를 데이터용으로 대역을
나누어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

[ADSL서비스의 구조]



ADSL과 VDSL

ADSL에 이어 등장한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

우리나라에서 2002년부터 상용화됨

실시간 비디오와 고화질의 영상회의를 위해 제공되는 고속 유선통신 규격으로
2.74km 미만의 전화선 서비스 지역에 적합함

공공 네트워크나 기업용 데이터 서비스 같은 저렴하면서도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곳에 유용함



기가 인터넷(Giga Internet)

데이터 전송 속도가 1Gbps 정도로 일반 초고속 인터넷보다 10배쯤 빠르며
가정에서도 이용됨

2012년 시범사업자 선정이후 초고선명, 적응형 멀티스크린 협업 체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플랫폼 미디어 등을 구현하고 있음

[기가 인터넷]



기타 통신 방법

전화망과 더불어 전국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이나 광케이블(optical cable) 
망을 이용하는 서비스

CATV와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케이블 모뎀(Cable Modem)과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를 할 때 분배기를 사용함

일반적으로 케이블 모뎀은 서비스 업체에서 고객들에게 임대 방식으로 제공함

[케이블] [케이블 모뎀]



기타 통신 방법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의 구조]



기타 통신 방법

[위성 인터넷]

우리나라의 무궁화위성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통신

하향은 무궁화위성에서 오는 자료를 수신하고, 상향은 전화선을 이용한 지상망으로
인터넷 제공 업체를 거쳐 지구국의 위성 통신 장치를 통해 무궁화위성으로 송신함

위성 인터넷은 산간벽지나 작은 섬 등 케이블이나 ADSL이 서비스되지 않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임



기타 통신 방법

[위성 수신 카드] [위성 안테나]



기타 통신 방법

병렬 전송 (Parallel Transmission)
한 바이트 또는 워드 단위에 속하는 각 요소들을 동시에 전송하는 방법
- 프린터 포트, 고속 전송 외장 기기

직렬 전송(Serial Transmission)
한 단위에 속하는 각 요소들을 한 번에 한 비트씩 순차 적으로 전송하는 방법
- USB(Universal Serial Bus), IEEE 1394(Fire Wire)

[직렬 포트의 커넥터 모양] [병렬 포트의 커넥터 모양]



기타 통신 방법

1994년 에릭슨이 최초로 개발한 PANs(Personal Area Networks: 개인 근거리 무선
통신)를 위한 산업 표준

IEEE 802.15.1 규격을 사용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
하여 서로 다른 다양한 장치들이 안전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함

블루투스는 USB를 대체하는 개념이며, 와이파이(Wi-Fi)는 이더넷(ethernet)을 대체
하는 개념

[블루투스 이어폰과 로고]



1세대 이동통신(First Generation: 1G) 

아날로그 타입의 셀룰러(cellular) 방식을 사용한 음성통화만 가능한 서비스

셀룰러 시스템은 서비스 지역을 작은 크기의 셀들로 분할하고 셀 내의 사용자들은 셀
중앙에 설치된 기지국(base station)과 통신하는 구조의 이동통신 시스템

2세대 이동통신(Second Generation: 2G) 

미국의 퀄컴(Qualcomm) 사가 개발한 디지털 방식의 코드 분할 다중화 접속 방식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이란 통신 방식을 사용함

[1세대 휴대폰] [2세대 휴대폰]



3세대 이동통신(Third-Generation: 3G)

1990년대 말부터 문자, 음성, 동화상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현재의 유선 인터넷과
비슷한 속도와 화질로 전송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을 포함하는데, 2GHz 주파
수 대역을 이용하여 2 ~ 2.4 Mbps의 속도를 제공함

[IMT-2000의 공간적 개념]



3세대 이동통신(Third-Generation: 3G)

[이동 전화 세대별 진화 내용]



3세대 이동통신(Third-Generation: 3G)

와이파이 얼라이언스(Wi-Fi  Alliance)의 상표명

IEEE 802.11 기반의 무선랜 연결과 장치 간 연결(와이파이 P2P), PAN/LAN/WAN  구성
등을 지원하는 일련의 기술을 의미함

무선접속장치(AP)가 설치 된 곳으로부터 몇 미터에서 몇백 미터 거리 내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리통신망(LAN) 기술



3세대 이동통신(Third-Generation: 3G)

와이파이의 장점
3G보다 훨씬 빠른 11Mbps의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와 유선 공유기가 있는 가정에서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점

와이파이의 단점
무선접속장치 (AP)가 있는 곳에만 신호가 잡힌다는 점과 굴곡이 심한 장애물이 있을
경우속도가 저하된다는 점

[와이파이 표시와 로고]



4세대 이동통신(Fourth Generation: 4G)

무선 이동통신의 네 번째 표준으로 ‘4G 통신’ 이라고 함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 위성망, 무선랜, 인터넷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2011년 7월 도입된 LTE(long term evolution)가 4세대 이동통신에 해당되는데, 3
세대 이동통신(3G)을 장기적으로 진화시킨 기술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

[LTE 로고]



4세대 이동통신(Fourth Generation: 4G)

2012년 1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LTE-advanced와 WiBro-advanced를 4세대 이동
통신 국제표준으로 채택하였음

[LTE-A 스마트폰]



5세대 이동통신

초당 1기가비트(Gbps) 이상의 데이터가 전송되는 초고속 통신 서비스

▶ 4G보다 1,000배에서 1만배 가량의 고용량 트래픽(traffic)의 수용

▶ 최대 1~10Gbps의 초고속 데이터 처리속도

▶ 1밀리초(msec) 이하의 저지연(low delay)과 품질 안정성

▶ 수많은 디바이스의 다중연결성

▶ 10년간의 저전력 배터리 수명과 뛰어난 에너지 효율성

▶ 확장, 운용, 진화가 용이한 유연성과 저비용의 경제성



5세대 이동통신

고객 경험(User Experience)

연결성(Connectivity)

지능화(Intelligence)

효율성(Efficiency)

신뢰성(Reliability)



5세대 이동통신

[주요 휴대폰 서비스]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컴퓨터들이 연결된 네트워크들의 집합체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
하여 연결되어 있음

각각의 컴퓨터들은 고유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음

전화선이나 케이블 또는 인공 위성 등의 통신 수단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전 세계의 컴퓨터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음



[인터넷 묘사도]



인터넷의 역사

[세계 인터넷의 역사]



인터넷의 역사

[국내 인터넷의 역사]



인터넷 접속과 이용

인터넷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통신 회선과 컴퓨터를 비롯한 장비들로 구성됨

인터넷을 이루는 네트워크는 근거리 통신망, 원거리 통신망, 백본(backbone)으로 이루
어짐

네트워크의 최하위 레벨로서 네트워크의 중심을 이루는 주요 간선. 기간망이라고도 함

원거리 통신망이나 근거리 통신망들이 연결되고 정보를 교환하게 됨

백본의 속도에 의해 인터넷 통신망의 속도가 좌우됨

통상 128Mbps 이상의 속도를 가짐

우리나라의 초고속 통신망이 바로 백본에 해당됨



인터넷 접속과 이용

전화망이나 LAN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과거는 모뎀을 이용한 전화선을 많이 사용했음

현재는 ADSL이나 케이블 모뎀을 주로 사용하며, 회사나 사무실은
전용선을 통한 LAN을 주로 사용함

[인터넷의 접속 방법]



인터넷 접속과 이용

초창기 : 연구용, 군사용 등의 제한적인 목적에서 사용됨

현재 : 사이버 마켓, 인터넷 무역, 예약 업무 같은 비즈니스 측면과 가상 교육, 가상 대학
등의 교육적 측면에서 쓰임

개인 : 자료 검색, e-메일, 홈뱅킹, 오락, 재택근무 등의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음

[인터넷의 활용 사례]



인터넷의 주소 체계

인터넷은 수많은 컴퓨터에 주소와 이름을 부여하여 구분하는데, 이러한 체계를 IP와
도메인 네임이라 함

NIC(Network Information Center)가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기관인데, 
한국에서는 NIC의 산하 기관인 KRNIC가 담당하고 있음



인터넷의 주소 체계

IP 주소는 컴퓨터의 주소를 숫자로 나타내는 방식임
최상위 주소로부터 ‘.’으로 구별하여 4개의 영역을 차례로 나열하는 방식임
- 예 : 203.252.16.7

도메인네임은 통상 ‘호스트.서버도메인(기관 이름).서브도메인(기관 성격).최상위
도메인’의 순서로 나타낸다. 
-예: 청와대의 경우 www.bluehouse.go.kr 로 표시함

최상위 도메인은 기관이나 국가를 약어로 나타내는데 미국의 경우 예외
- 예 : 백악관의 경우 www.whitehouse.gov 로 표시함



인터넷의 주소 체계

[최상위 도메인의 종류]

[서브도메인의 종류]



인터넷의 현황

[연도별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단위:1,000명)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월 평균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7세 이상
의 사람은 모두 4,334만 명으로 추정됨

2018년에는 36억 명 이상으로 추정됨



웹

[웹 묘사도

인터넷 이용 시에 가장 자주 접하는 용어는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WWW)
이라고 함

전 세계에 넓게 퍼졌다는 의미와 ‘거미줄’이라는 뜻을 가진 웹을 상징함



웹

그래픽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검색이 편리함

화면에 텍스트와 그래픽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음

뛰어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덕분으로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등을 브라우저
상에서 쉽게 처리함



웹

사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웹 서버의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클라이언트(client) 프로그램으로서, 문자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하이퍼미디어의 기능도 가지고 있음

[초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최근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정보검색

인터넷 호스트들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종류의 정보에 대한 주소인 URL을 제공함

검색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구글(www.google.co.kr)]



검색 사이트

검색 사이트는 호스트 안에 많은 양의 사이트와 웹 문서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사이트를 검색한다. 이때 전 세계의 수많은 사이트 정보
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됨

① 정보 검색 로봇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각 사이트의 정보를 검색 사이트로 가지고 와서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정보 검색 프로그램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와 연결된 링크들을 찾아 다님

② 주소 등록

홈페이지 제작자들에게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 사이트에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

홈페이지 제작자들이 정보를 제공하므로 로봇에 의한 검색보다 정확함



e-메일

e-메일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Web 기반
e-메일과 POP3를 사용한 e-메일이 있음

Web 기반 e-메일 - Hotmail, Hanmail 등

POP3 서버의 경우 Outlook Express와 같은 POP3 지원 e-메일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음

e-메일 주소는 ‘daekim@hs.ac.kr’과 같이 자신의 ID, ‘@’ 기호, 호스트 이름으로 나타냄



포털 사이트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찾기 시작하는 기점이 되는 사이트
를 보통 포털(portal) 사이트라 함

포털 사이트는 다른 사이트에 가지 않더라도 그 사이트에서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뉴스, 오락, TV, 교통, 부동산, 스포츠 등 각종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이트 검색 기능도 갖추고 있음

[NAVER의 초기 화면]



전자상거래 개념과 절차

한국 전산원에서는 "개인, 기업, 정부 등의 경제 주체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함

전자 상거래를 통해 교환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가구 같은 물리적 상품 외에도
소프트웨어, 영상 오락물, 정보 서비스, 전문가 컨설팅, 금융 서비스, 교육 광고 등과
같이 전송 가능한 모든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정의함



전자상거래 개념과 절차

전자상거래의 5가지 유형

① 기업과 기업 간 거래(Business to Business: B2B)

② 기업과 개인 간 거래(Business to Consumer: B2C)

③ 기업과 정부 간 거래(Business to Government:  B2G)

④ 개인과 정부 간 거래(Consumer to Government:  C2G)

⑤ 개인과 개인 간 거래(Consumer to Consumer: C2C)



전자상거래 개념과 절차

[B2C와 B2B의 거래]

[전자상거래 분류도]



전자상거래 개념과 절차

[전자상거래의 절차]



전자상거래 개념과 절차

[전자상거래의 장점]



전자상거래의 요소 기술

[전자상거래의 주요 요소 기술]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관련 산업 분야의 주요 요소 기술들을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에 따라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전자상거래의 기대 효과

[전자상거래의 기대 효과]



전자상거래의 시장 전망

[최근의 전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의 추이]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EDI 개념도]

무역이나 유통 등의 상거래에 필요한 문서를 서로 합의된 표준을 사용하여 전자적
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함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CALS의 개념도]

1982년 미국 국방부의 국방 예산 및 운영 관리비 절감을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

낙후된 통신과 서류에 의한 업무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컴퓨터 기술을 이용
하려고 시도한 것이 바로 CALS의 출범 동기임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글로벌 경영 체제가 구축되면서부터 다국적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종합 정보망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회사 내의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경영에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인사, 생산, 자재, 영업, 개발정보 등 모든 부서의 정보가 기업 내 전산망
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될 수 있음

[ERP 개념도]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공급 체인 관리’ 또는 ‘유통 총공급망 관리’로 불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와 물류, 유통 업체의 상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 총공급망 관리를 말하며, 제조, 물류, 유통 업체 등 유통과 정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재고를 최적화하고 납기를
줄이는 전략적 제휴임

[SCM의 형태]



전자상거래의 응용

컴퓨터에 증권사가 제공하는 CD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인터넷 이나 전화를 이용
하여, 증권사 객장에 나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 형태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증권거래]



전자상거래의 응용

고객이 은행 점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인터넷 뱅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