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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온라인커머스시장은내부적으로는시장지배력및데이터주권과같은대형 IT 기

업들에관한규제감독기관등의우려, 외부적으로는아마존등거대글로벌기업의진출

과 같은 이슈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 영역과 시장 영역에서의 최근 전자상

거래이슈에대해통합전략관점에서경제학및제도적분석을통해시사점을도출하고자

한다. 통합전략의핵심은이해관계자들에대한기술및솔루션제공으로생태계와플랫폼

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은 이해관계자들과 글로벌 기업이 비시장 영역에서 경쟁하는 구도

를유도할수있다. 온라인골목상권논란을형용모순(oxymoron)을넘어서핵심역량이되

도록승화시킬수있으며킬러앱은솔루션스토어가될가능성이높다. 또한솔루션개발

에핵심적인데이터관련소유권과사용권을구분하고소비자의데이터주권을과감히인

정하고 사용권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IT 기업은 소비자 주권이 미치지 않는

프로세스정보와비정형질적데이터확보와분석에주력하여지속가능한경쟁우위의원

천으로삼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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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내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는 내부적으로는 플랫폼 간 또는 플랫폼 대 판매자의 이해관

계자간대립, 외부적으로는글로벌 IT 기업의진입가능성이있다. 데이터소유권을둘러싼

논쟁이확대되고있고대형 IT 기업들에대한정부의규제감독도강화될것이다. 기존연구

문헌에서는 과거 비슷한 사례인 아마존 효과 등을 분석하고, 특히 비시장전략(nonmarket

strategy) 관련문헌은현실을분석하는데시사점을제공한다. 그러나기존연구문헌에서는

이해관계자 대립과 강력한 외부 경쟁자의 진입 가능성이 있고 규제와 기술의 불확실성과

결합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경제학적, 제도적분석과시사점을제시한다. 

국내온라인커머스시장에서이해관계자간대립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 인

터넷골목상권논란은좋은예다. 2018년 10월 10일국회국정감사에서김범수카카오이사

회의장은 카카오가골목상권업종(대리운전과부동산중개등)을 침해하고있다고지적당

했다.1) 경향신문은 네이버가 사이버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사설로 비판했고,2) 이베

이코리아는네이버쇼핑의네이버페이가입사업자우대를명분으로네이버를공정위에고

발했다.3)

이러한논란은산업의세계적인추세를반영하기때문에쉽게사라질수없다. 아마존이

좋은 사례다. 아마존 효과(Amazon effect)에 의하면 온라인 소매업체와 전통 소매업체 간의

경쟁으로 소매시장 경쟁자들이 가격이 하락하고 마크업(mark-up)을 줄어들 수 있다. 언뜻

형용모순으로들리는국내의인터넷골목상권논란은아마존효과의인터넷과모바일버전

으로볼수있다. 즉, 해당논란은거대 IT 기업이온라인소매업에진출하여기존온라인소

매업체들의 이윤과 상품들의 가격을 하락시킬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는 이를 온라

인메기효과(online catfish effect)라고도볼수도있다. 따라서긍정적으로온라인 (쇼핑) 메기

효과혹은부정적으로온라인골목상권논란은거대 IT 업체의쇼핑등커머스시장에대한

다각화전략이기존이해관계자의성과에영향을미치는것을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업 입장에서 국내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이해관계자 대립 문제를 연구하

고자한다.4)그래서거대 IT 기업이온라인과모바일소매업에다양한방식으로진출하여온

라인 메기효과를 가져오는 상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산업의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자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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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news.donga.com/list/3/01/20181010/92342111/1.
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032039025&code=990101.
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7/0200000000AKR20180827132800030.HTM.
4) 본논문에서는인터넷골목상권대신온라인메기효과를용어로사용한다. 



향과기업의대응전략그리고경쟁관련정책시사점을분석한다. 특히, 글로벌대형 IT 기

업의진입, 규제와데이터소유권등온라인커머스산업을둘러싼시장과비시장환경의트

렌드를고려한다. 

본논문의차례는다음과같다. 우선온라인커머스산업의진화요인을분석하고아마존

효과를 논의하며 글로벌 IT 기업들을 둘러싼 시장과 비시장 환경 트렌드를 파악한다. 그리

고국내기업들의대응방안에대한시사점을검토하며대응방안은비시장전략, 플랫폼전

략, 데이터전략으로나누어살펴본다.

Ⅱ. 온라인 커머스 산업 진화 요인

1. 아마존 효과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상점이 오프라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온라인 커머스의 등장

은소매산업에매우큰충격을주고있다. 아마존등소수의플랫폼에의한독점에관한우

려도있다(Hortasu and Syverson, 2015). 이러한직관과반대되는연구결과도다수존재한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상품의 경우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판매하는 상점의 위치에 따라 가격

이다른경향이있다. 그러나아마존에서어떤상품을판매하게되면해당상품의지역별가

격 차이가 작아진다. 아마존에 의하여 지역과 장소에 의한 독점과 독점적 경쟁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아마존 효과가 경쟁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 준다

(Carvallo, 2018).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의 경우 가격 변동 요인에 대한 가격 반응이 빠

르고유연하다(Brynjolfsson and Smith, 2000). 예를들어, Google 쇼핑과같은온라인마켓플

레이스에서의 가격은 주요 거시경제 지표인 CPI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상의 가격보

다 훨씬 더 유연하다. 공급이나 수요 충격도 더 잘 반영한다(Gorodnichenko and Talavera,

2017; Gorodnichenko et al., 2018a). 따라서 CPI와같은기존의인플레이션지표에서는온라인

커머스의광범위한상품들의높은회전율과유연한가격을무시하기때문에실제인플레이

션 수준을 과대평가하고 인플레이션의 변동을 과소평가한다(Goolsbee and Klenow, 2018).

이러한 논의를 확대하면 온라인 커머스는 가격의 하방경직성(downward rigidity of price)을

완화하여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가

격의하방경직성은케인즈주의와시카고주의경제학간논쟁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변수

이다. 좀 더 일반적으로 온라인 커머스는 시장의 가격기능이 잘 작동하게 하여 거시경제적

충격에경제가전반적으로유연하게반응할수있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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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구체적인예를들어보자. 아마존에서판매되는상품들의경우환율의변화에따라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판매 상품들 가격이 모두 빠르게 반응한다(Carvallo, 2018). 따라서

아마존 효과에 의하여 환율 등 가격 변화 요인에 따른 판매 가격 변화 민감도가 증가한다.

이는 아마존에 의하여 가격 설정(price setting)에 관한 판매자들의 시장지배력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온라인 커머스에 의한 기존 오프라인 쇼핑의 물리적 한

계극복그리고경쟁심화가있다. 예를들어, 온라인커머스의판매세가상대적으로저렴한

지역에서거주하는소비자들일수록온라인커머스거래량비중이높다(Goolsbee, 2000). 

물론 심화된 경쟁은 기존 오프라인 상점들의 지역적 독점력 약화를 의미하므로 기존 상

점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커머스의 발달은 소비자의 탐색 비용

(search cost)을감소시키고(Brynjolfsson, Hu, and Rahman, 2009) 이로인하여생산단가가높은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줄고, 낮은 기업의 점유율은 늘어난다(Goldmanis et al., 2010). 온라인

커머스의 경쟁에 직면한 Brick-and-Mortar 회사들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밀려나게 된

다(Guo and Lai, 2017). 온라인 커머스는 오프라인 커머스의 강력한 대체재이고(Ellison and

Ellison, 2009b) 가격탄력성을크게 증가시킨다(Ellison and Ellison, 2009a; Goolsbee, 2001). 초

기에는 가격 다양성을높일 수 있으나 온라인 커머스의 확장은 결국 가격을 전반적으로하

락시킨다(Brown and Goolsbee, 2002; Dinlersoz and Pereira, 2007).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는 시장 본연의 가격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인플레이션

감소와경제전체의효율성을증가시키는장점이분명히존재한다. Einav et al.(2017)의연구

에 의하면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미국 가구당 $1,250 후생을 증가시킨다. 한편, 온라인 커머

스의 등장은 오히려 리테일 시장의 규모를 크게 증가시켜 전통적 상거래업체들에 큰 영향

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그 이유는 온라인 커머스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격화시키면

서도 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추어 주기 때문이다(Pozzi, 2013). 따라서 온라인 커머스는 기

존상거래의보완재이면서도대체재일수있다(Sinai and Waldfogel, 2004).

일반적으로독점력약화와시장기능의활성화는소비자후생을증가시킨다. 하지만이러

한 장점이 실제로 무리 없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 오프라인 상점들의 반발을 이해하고

그에대한대책을세울필요가있다. 실제로온라인쇼핑의장점과함께기존상점들의반발은

아마존효과를둘러싼중요한논쟁의바탕을이룬다. 경제력집중도무시할수없는변수이다. 

그렇다면 아마존 효과를 포함한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반발의 내용과 논리를 정리할 필

요가 있다. 아마존 효과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논쟁을 경쟁 격화와 경쟁 감소 등 상반되는

논쟁으로분류하여논의해본다. 

첫째는 아마존 효과로 인한 경쟁 심화에 따른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관련된 논쟁

이다. 즉, 온라인커머스에대한기존오프라인커머스와그와연관된이해관계자들의도전

과 관련된다. 더 넓게는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인해 발생하는 논쟁이다. 많은 연구들이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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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커머스충격으로고용, 커뮤니티등이해관계자의후생이영향을받는것을밝혔다. 예를

들어, 기술등외부적요인(external shock; e.g., legacy glass fibre cables)으로온라인커머스발

달이더딜경우오프라인커머스시장의고용은더견조한성장을보인다. 반대로온라인커

머스가 발달할수록 오프라인 커머스는 감소한다(Gebhardt, 2018). 그렇다면 온라인 커머스

업체들에대한오프라인커머스종사자와해당지역의이해관계자들의저항은당연하다. 

둘째는아마존효과의심화와함께특정온라인커머스의시장지배력이강화될가능성에

대한우려로인한논쟁이다. 주로글로벌 IT 거대기업과로컬인터넷기업및오프라인기업

과의대결과관련된다. 더넓게는시장내경쟁의감소와집중으로인해발생하는논쟁이다.

국내에서는인터넷골목상권등첫번째논쟁에집중하는경향이있는데, 이에관해서는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많은 학술적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최근에 커머스

산업의가장뜨거운주제는글로벌 IT 거대기업에의한시장지배우려이다. 즉, 온라인커머

스 /산업의가장중요한주제는향후국내에서도경쟁기업들간의승패가아닌글로벌기업

에 의한 시장지배와 이로 인한 소비자 이해 침해가 될 것이다. 향후 인터넷 골목상권 등의

쟁점또한점차이러한방향으로이동할것이다.

2. 글로벌 IT 기업들과 커머스 시장 지배

글로벌 IT 산업의 주요 흐름은 IT 거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및 경제력 집중과 이에 대한

사회적 역풍(backlash)이다. 예를 들어, 2017년 유럽에서 $2.7bn 벌금이 구글에 부과되었고

European Commission 중심으로구글에대한조사와압력이증가하는추세이다.  2017년 12월

에 독일 카르텔 규제 당국은 페이스북이 지배적 위치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자를 추적하

기 위해 회사의 포지션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프랑스는 다양한 애플리케

이션간에데이터를공유하는행위에관하여페이스북에게경고했다. 

소매시장도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다. 고효율 온라인 커머스 업체의 등장에 대하여 경험

과 역사가 있는 유통업체가 대항하는 상황이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소매업체들은

급속하게 몰락하고 있다. 온라인 커머스로 좁혀도 예외가 아니며 국내에서도 이미 주요 흐

름이다.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아마존 등의 국내

진출과 함께 국내 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가능

성이있다. 국내 IT 기업, 국내온라인/오프라인상점, 국내정책기관등은이에대한대비가

필요하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해관계자들 관리를 위한 비시장전략도 매우 능숙하게 구사한다.

예를 들어,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플랫폼에서 사용자 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않는다. 아마존은상당기간판매세를지불하지도않았다. 아마존뿐만아니라애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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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페이스북모두글로벌네트워크를통한절세에매우능란한모습을보이고있다. 비시장

전략에대해서는별도의섹션에서자세히다루기로한다. 

따라서 글로벌 IT 기업이 국내 커머스를 지배할 경우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가 소비

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런데 아마

존과 같은 거대 온라인 커머스 기업들은 서비스를 무료로 공급하고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소비자이익에부합한다는주장이있다. 이는어느정도사실에기초한주장이고틀렸

다고는할수없다. 그러나이와관련하여글로벌 IT 기업들의비즈니스모델을검토할필요

가있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IT 거대기업들의 특징은 플랫폼이나 생태계를 구

축한다는 점이다. 민간 기업들이 인터넷의 중요 기반을 공급하고 독점하는 상황이다. 거대

기업은 이러한 시장지배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

다. 구글의경우지배적위치에있는검색서비스에서검색순위를결정하고이에따라어떤

광고가배치될지를결정한다. 이는커머스에대한흐름에영향을미친다. 뿐만아니라고객

들이어떤광고를많이볼수있을지얼마나광고주들이지불을할지도결정한다. 디지털광

고시장은이미구글과페이스북에의한복점(duopoly) 체제이다. 이러한상황에서구글이나

페이스북이주도하는커머스와경쟁관계에있는온라인커머스들이불이익을볼가능성은

상존한다. 아마존은 본인이 판매상(retailer)이면서 배송업체(distributor)이면서 동시에 시장

(marketplace)이다. 판매 영역에서 아마존에 경쟁인 상점들이 아마존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불이익을볼가능성은충분하다. 쇼핑검색은구글보다아마존에서더많이이루어진다. 구

글검색에서경쟁제한의문제가아마존쇼핑에서얼마든지일어날수있다. 

네트워크효과가지배하는대형기술플랫폼과공정경쟁을조화시키는것은매우어려운

문제이다. 학술적으로나실무적으로나정립된답이없다. 글로벌 IT 거대기업들이지배하는

기술플랫폼의특징중하나는언뜻보면무료라는점이다. 소비자들이서비스에대하여별

도로 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자들은 현금 대신 데이터를 공급하며

비용을 지불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수요독점이다. 소비자가 지불

하는 데이터는 플랫폼 시장 지배력을 증가시키고 플랫폼 운영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실제로글로벌 IT 거대기업들은다양한데이터기반서비스를흡수하며더욱강력해지고있

다. 결국글로벌 IT 거대기업들이창출하는경제적지대와파급효과는소비자들이지불하는

데이터의 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지배력 강화와 경쟁

제한으로발생하는후생손실을현재가치화하여논의해야한다. 결국이런논의는시장구조

를설계하는문제(market design)로귀결된다. 이는시장내에서의논의가아닌시장의규범

을 정하는 비시장 영역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경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논의한바와같이글로벌 IT 거대기업들은전세계에서비시장경쟁에관한경험을축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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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능숙하게구사한다.     

3.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비시장 도전

비시장전략(nonmarket strategy)란 비시장 영역에서 경쟁에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비시장 영역이란 시장 외부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다(Bach and Allen,

2010). 이와 비교하여 시장전략이나 기업전략은 시장 영역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

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다. Baron(1995)에 의하면 기업의 경쟁우위는 시장전략

뿐만아니라비시장전략을어떻게구사하느냐에따라달려있다. 따라서기업은시장영역과

비시장영역에서의전략포트폴리오를최적화하여비시장전략을설계하고실행해야한다. 

글로벌 IT 기업들에대한정치, 사회등비시장영역에서의도전은전세계적인추세이다.

페이스북은사기성 광고와 가짜 뉴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없고 적절한조치를 취하지 않

는다고비난받고있다. 2016년미국대선에서러시아가페이스북과트위터등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개입하면서 이러한 논의는 격화되었다. 유튜브에서는 지하드 운동가들이 극단주의

선전을 조장했고 2017년 런던 테러 이후 영국 정부에서는 이를 규제하기도 했다. 소셜미디

어의필터기능은오히려정치양극화를조장하기도한다. 예를들어, 이용자들이자신들의

신념을확증하는정보만계속습득하게되면편견이심화된다.

아마존은초기부터미국의지역커뮤니티를파괴시킨다는비난을받아왔다.5)최근미국

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아마존의 임금과작업 환경 등을 겨냥 노동착취라비난하고반

아마존법(The Stop Bad Employers by Zeroing Out Subsidies Act: Stop BEZOS)을발의하였고, 아

마존은 곧이어 임금을 시간당 최소 $15 이상으로 올리기도 했다.6) RBC Capital의 Mark

Mahaney 애널리스트는“top ten internet surprises for 2018”목록을 발표했는데,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조치”가 1위를 차지하였고, 금융시장은 이러한 규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주장했다. 

그러나글로벌 IT 거대기업들의비시장전략역량이매우뛰어나다는것은기억할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은비시장영역에서의다양한도전을거치면서관련역량을더욱축적하는

상황이다. 2017년에인터넷섹터에서는로비자금으로 $50m을사용했고 2009년도대비 3배

가 늘어난 숫자다. 그러나 아직 제약회사 로비 자금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앞으로 성장 가

능성역시크다. 커머스산업도마찬가지다. 커머스산업의중요트렌드도아마존이나알리

바바등거대기업들과이해관계자들간비시장영역에서의경쟁이다. 

아마존은 최고의 유통과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역량을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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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창고 등 재고관리 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이를 독립판매

자들이더많이사용할수있게‘Open’하고있다. 이는 Amazon Web Services(AWS) 클라우딩

서비스의오프라인버전으로볼수도있다. 예를들어, 이미 2016년에아마존창고에서자체

재고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마존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전 세계

의독립적인상인의수익은 2016년에 230억달러에이르렀고이는 2014년대비두배에달하

는수치이다. 따라서고객은더넓은선택을누리고, 판매자는아마존의마켓플레이스등솔

루션을공유하고, 아마존은핵심역량인물류와재고관리에투자를늘릴수있는명분과여

력을확보하고이를바탕으로지속적인경쟁우위를누릴수있다. 

아마존이한국에진출할경우에도이해관계자들의도전을극복하면서물류와창고에관

한핵심역량을활용하기위하여비슷한전략을채택할가능성이높다. 이에대비하여국내

커머스 기업들과 독립판매자들도 국내의 리딩 IT 기업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협력 분야

는폭넓고진전된온라인마켓플레이스를구축하고이에바탕이되는물류, 창고, 인공지능

역량을개발하고활용하는것이다. 이렇게될경우아마존등글로벌 IT 기업들에의하여일

방적으로국내산업이재편되어소비자의이익이침해되는것을막을수있을것이다. 국내

기업들과글로벌기업간의건강한경쟁으로산업의전반적인역량도향상될것이다.  

한편, 아마존은알렉사(Alexa)도이해관계자관리에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아마존은

다른 회사들이 알렉사에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아마존은

스마트 홈 스피커 미국 시장에서 8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알렉사의 기반은 인공지능 등

머신러닝이고이는다시세계적으로수집한데이터에기반한다. 알렉사는스마트스피커로

서의 역할도 하지만 고객도 모르는 사이 스마트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다는 보장도 없다. 국내 커머스들이 개별적으로 세계적인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세계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현 국내 기업들의 체계적인

변신이 없다면 아마존이 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필연이다. 아마존은 이미

국내에서 각종 포럼이나 컨퍼런스는 물론 소모임을 조직해서 알렉사 생태계를 만들고 있

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도 마이크 기능만 갖추면 무료로 알렉사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개

발자는게임등본인의컨텐츠와이를결합할수있다. 이과정에서아마존은한국어음성인

식에관한데이터를축적하고이를바탕으로알렉사한국어서비스를고도화하고아마존의

모든서비스들과시너지를일으키며국내시장을잠식해들어올것이다. 

아마존은쇼핑과클라우딩은물론자체적인광고생태계로이해관계자에게제공되는강

력한무료서비스의비용과투자의상당부분을회복할수있다. 성공적인광고생태계는이

해관계자들에 다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아마존의 광고는 쇼핑과 직접적

으로연결될수있어그효과가매우클것이다. 아마존은 2012년부터디지털광고를시작했

고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eMarketer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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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와 Verizon을 제치고 미국에서 3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2021년이면 아마존은

클라우딩보다광고에서더많은이익을올릴것이라고한다.7)

인터넷골목상권은커녕인터넷국내커머스시장전체가황폐화되지않도록적극적인협

력적경쟁이매우필요하다. 대형 IT 기업들이국경도없는인터넷시장을지배해가고있는

상황에서인터넷골목상권은의미가없다. 

물론 글로벌 IT 거대기업과의 전면적 경쟁보다는 니치(niche) 경쟁이 효율적이라는 주장

도가능하다. 실제로 360 Shoes, koovs, lifestyle, prettylittlething, zappos, bluemercury, horchow,

etsy, ugmonk, nasty gal, wine monger, glossier, ftd.com, wrap up 등과 같은 회사들이 니치 전

략 혹은 마이크로 마케팅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8) 그러나 국내 환경에서 니치 전

략의성공에관해서는다음두가지를염두에둘필요가있다. 

첫째, 니치 전략이 거대 IT 기업의 시장지배와 독점 강화에 대한 의미 있는 제어를 하지

못할 수 있다. 독점과 니치 경쟁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독점시장이 충분히 클 경우 독점

기업은굳이가격을낮추어소형기업들을시장에서몰아낼필요가없다. 오히려높은가격

을 유지하면서 매출액을 유지하고 소형 기업들의 일정한 시장침해를 허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경우소비자후생관점에서니치경쟁은거대기업에의한독점과소비자이익

훼손에대한유효한대응방안이될수없다. 

둘째, 국내 시장이 얼마나 많은 니치 커머스를 허용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내 시장이

충분히크지않을경우니치시장의규모도충분히크지않다. 그렇다면니치커머스도의미

있는규모를가지지못할수있다. 만약산업에서일부독립적인온라인오프라인상점이생

존하는데그친다면이를니치경쟁이라고볼수있을지도의문이다.   

Ⅲ. 기업대응에의 시사점

1. 비시장전략

IT 기업에의한시장지배력논란은향후더욱활발해질것이다. 그렇다면이에관한기업

의 대응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유가치 창출이 가장 장기적인 해결

방향으로볼수있다. 이는특히글로벌기업에의한전세계적시장지배력에대응하여로컬

IT 기업과 기존 온/오프라인 상점들과의 협력적 경쟁(coopetition)이 유효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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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전략에 대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검토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온라인시장의경쟁및협력구도는편의상플랫폼과판매자간관계와플랫폼간경쟁으로

구분할수있다. 플랫폼간비시장경쟁은무척복잡한상황이다. 국내온라인 1위커머스업

체는 이베이코리아이나 쇼핑검색 1위는 네이버이다. 따라서 네이버가 검색에서의 우월한

지위로자신들과이해관계가직접적으로일치하는커머스업체를지원하거나직접운영한

다면이베이코리아는경쟁력을상실할가능성이매우높아진다. 이에관하여이베이코리아

는직접네이버와검색시장과커머스시장에서경쟁하는대신에비시장전략을취하고있는

것으로보인다. 이베이는쇼핑검색노출차별을명분으로네이버를공정위에신고하며9)네

이버와공정위가대립하는구조를만들었다. 

이 상황에서 네이버는 공정위 등 규제 감독 기관과 법률적으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부 대 네이버대결구도가 형성되고이는 이베이가 원하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네이버는법률적논쟁을진행하는것과별개로또다른이해관계자를앞세워정

부의 규제 감독을 생산적으로 극복하고 이베이의 비시장 공격을 방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외된 지역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네이버 기술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지역의 창업

과고용환경을개선시킬수있다. 이과정에서새롭게발굴된혹은포섭된소상공인과취업

자들을 앞세워 네이버의 온라인 커머스 진출이 소비자의 이익은 물론 생산자의 이익에 부

합하고지역의문제를해결하는사회적혁신을창출한다고주장할수있다. 즉, 공정위와네

이버의생태계참여자간의대결구도를만들고이베이등비시장경쟁자들에게역풍을염려

하도록 할 수 있다. 더 적극적으로 네이버 생태계 참여자 대 이베이 구도까지 만들 수 있을

가능성도있다. 

이러한전략의예로파리바게뜨등을운영하는 SPC의사례를참고할수있다. 2013년 2월

5일동반성장위원회가프랜차이즈형제과점의점포신설 2% 이내제한, 500ｍ이내출점자

제권고결정을내리면서 SPC와대한제과협회간의비시장대결이본격화되었다. SPC는파

리바게뜨대골목빵집의대립구도를탈피할필요가있었다. 이과정에서‘프랜차이즈자영

업자 생존권보장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과협회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SPC를 지원하게 되었

다.10) SPC가 직접 동반성장위원회나 동네빵집 중심 대한제과협회와 대결하는 대신 프랜차

이즈 업주들이 그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물론 SPC가 프랜차이즈 업주들의 배후에 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11) 그러나 정부가 기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신

규 프렌차이즈 업체들의 진입을 제한하려 할 때 이를 기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반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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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는상황을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 신규프랜차이즈업자들의시장창출규모가시장

잠식규모보다클수는있다. 그런데이러한성장시장에서는애당초동네빵집대파리바게

뜨가대결할이유도없다. 

이와반대되는사례가 2018년하반기까지풀러스등국내의카셰어링서비스들의대응이

다. 택시업계는성공적으로카셰어링업체대정부간대립구도를만들었다. 실제로많은국

민들이우버형카셰어링서비스를지지하고있으나카셰어링업체들은이에대한리더십을

전혀발휘하지못하고있다. 2018년하반기부터는카셰어링업체들도비시장경쟁의경험을

쌓으면서택시업계대국민의구도를만들려고노력하는것으로보인다. 

실제로네이버의경우이미관련비시장전략을시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2014년 중소상공인을 위한 쇼핑몰을 명분으로 스토어팜이라는 이름으로 커머스 시장에 진

출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현재아직도주요쇼핑몰과모든영역에서전면적인경쟁은피

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네이버의행보는매우조심스럽다. 뿐만아니라네이버의프로

젝트 꽃, 파트너스스퀘어 등은 넓은 의미로 향후 온라인 커머스를 둘러싼 비시장경쟁에서

중요한역할을할가능성이있다. 

온라인커머스에서비시장경쟁의또 다른중요한축은이베이코리아, 네이버등 IT 기업

과중소형온라인커머스전문업체들간의갈등이다. 2017년온라인커머스업계의적자규

모는 1조원가량인것으로알려져있다. 이상황에서거대 IT 기업들특히검색에서지배적

지위에 있는 포털의 온라인 커머스 활동은 온라인 커머스 전문 기업들에게큰 위협으로인

식될수있다. 그런데이러한대립구도는국내거대 IT 기업들에게는오히려전략적자산이

될수있다. 

아마존이국내에진입할계획이있다고가정해본다면아무리아마존이라도국내에진입

하면 지금도 치열한 온라인 커머스 산업에서 해당 전문 업체들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

능성이 높다. 그런데 만약 국내 IT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들과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와

생태계 정립에 성공하여 비시장 영역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상황이라면 이해관계자들이

국내 IT 기업들을 대신해서 비시장 영역에서 아마존을 공격할 것이다. 비시장 영역에서 아

마존대국내소상공인대결구도가형성되면정부등규제감독기관과시민사회도우호적

으로참여할가능성이높고이는국내 IT 기업들이바라는방향이라고볼수있다. 아마존은

비시장 영역과 시장 영역에서 동시에 리소스를 투입하며 경쟁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국내

IT 기업은 비시장 영역에서는 진지전(position warfare)과 대리전(proxy warfare)을 펼치고 시

장 영역에서의 전면적 경쟁에 집중할 수 있다. 현재의 인터넷 골목상권 논란을 생산적으로

승화시켜국내 IT 기업들의해외기업들에대한경쟁우위의원천으로삼을수있다.

요약하자면, 현재 온라인 커머스를 둘러싼 비시장 영역에서의 경쟁은 오히려 아마존 등

해외기업의국내진출에대한진입장벽의역할을할수있는소중한자산이될수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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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IT 기업과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들은 플랫폼 참여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혜택이 커지고

생태계전체가성장하면서기타모든이해관계자에게까지가치가공유되도록경제를설계

해야한다.

2. 플랫폼 전략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 경쟁제한 등에 관한 규제 감독 기관의

우려 불식과 차별화된 전략 자산 및 역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차별화된 전략자산은 타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또는 타 플랫폼이 쉽게 복사하거나

대체재를개발할수없다는특성을가지고있어야한다. 물론플랫폼참여상인들이나소비

자들에게가치도있어야한다. 규제감독기관에서가장중요하게보고있는또는보아야할

요소는 어느 플랫폼의 활동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감소했는지의 여부

그리고향후감소할가능성의여부이다. 

이런이슈를효율적으로동시에해결하기위해서는비시장전략(nonmarket strategy)과시

장전략(market strategy)을 결합하는 통합전략(integrated strategy)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

는학계에서정의된통합전략의개념과도정확히부합한다(Baron, 1995). 

그렇다면국내기업입장에서, 소비자와생산자의잉여를증가시키고이에따라규제감

독기관등관련이해관계자들을협력자로끌어들여, 향후아마존등글로벌대형 IT 기업진

입과경쟁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는통합전략의실질적인예는무엇인가? 본연

구를 통해 큰 틀의 아이디어를 한 가지 제시한다면 솔루션 집중이 좋은 답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공인과 창업자의 커머스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생산자 잉여는 증가할 것이다. 생산자의 시장 진입을 활발하게 만들고 커머스

활동의 비용을 낮추어 결국 플랫폼 내외에서 상품의 가격도 하락시킬 것이다. 이는 소비자

잉여도증가시키고시장지배에대한규제감독기관의우려를불식시킨다. 둘째, 솔루션서

비스는 상품들과 대체재 관계가 아닌 보완재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플랫폼

운영자가경쟁자가아닌파트너로간주할것이다. 이는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잠재적인비

시장 도전을 감소시킨다. 셋째, 소비자의 편의를 증가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하면 소비자 잉

여는 직접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다시 전체적인 수요를 증가시킨다. 위 세 가지를 종합하면

솔루션에집중하는전략이왜통합전략인지알수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솔루션 전략은 무엇이 될까? 이런 솔루션을 찾는 프레임워크는 이미

학술적으로잘알려져있다. 판매자입장에서필요한솔루션은가치사슬(value chain; Porter,

1985)로분석가능하다.12)가치사슬영역별로판매자의활동을분석하고판매자들이유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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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융을전공하는필자입장에서 Porter의가치사슬은금융측면을도외시한한계를가지고있다고판단한다. 



의비용을가장많이투입하는영역을찾으면된다. 또는가치사슬분석으로어느영역을원

활하게해야좀더많은판매자들이시장에진입할것인지를알수있다. 특히, 후자는규제

감독기관의플랫폼운영 IT 기업의지배력전이에관한문제의식을희석시킬수있다. 규제

감독 기관은 오히려 플랫폼 운영 기업을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로 간주할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필요한솔루션은상품및서비스구매와사용프로세스를분석하여찾을수있다. 

그렇다면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관련 조직과 업무의 상당 부분을 개

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 운영자는 규범제정(rule setting)과

감시(Monitoring) 그리고 거래현황을 파악하여 개발자들이 상장하는 솔루션을 업그레이드

할수있도록정보와컨설팅을제공하는역할등을할수있다. 

3. 데이터 전략과 사회적 자본

인터넷 사업에서 잉여의 배분이 정의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 역시

확산되고 있다. 잉여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소비자가 생산하지만 소비자는 데이터에 대

한 소유권이없고 일부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에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독점하고 이를 바

탕으로 잉여의 대부분을 탈취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부

의재분배가이미중요한문제로부각되었고향후인공지능등기술혁신에따른혜택의불

평등으로인한잉여재분배와사회정의의문제는더욱첨예해질것이다. 

온라인 커머스에서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여 오히려 도전 자체를 전략적

자산으로삼고향후글로벌기업들의진출에대응할수있는데이터전략은무엇인가? 데이

터주권과데이터로부터파생되는잉여재분배문제는글로벌기업들의아킬레스건임을주

목할 필요가 있다. 아마존의 경우에도 고객이 스스로 어떤 데이터를 공유할지 아무것도 결

정하지 못하고 있다. 즉, 국내 기업 입장에서 데이터 관련 경제 시스템을 잘 설계하면 공유

가치 창출 ⇒ 이해관계자포섭 ⇒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진지전와진입장벽 구축이라는선순

환을달성할수있다. 

이를위하여국내기업들은데이터에대한소비자재산권을과감히인정해야한다. 오히

려이를장려해서데이터제공에대한유인을증가시킬필요가있다. 어차피비시장환경은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재산권을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수동적

으로 반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낫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잉여 재분배

솔루션을제공하고이를바탕으로데이터사용권을확보해나가야할것이다. 예를들어, 소

비자데이터를 API로제공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고소비자에게제공할데이터를선택할

수있는메뉴를제공한다. 데이터사용자에게도역시구매할데이터를선택할수있는메뉴

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지불하는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는 소비자와 플랫폼 운영자가 공

국내전자상거래의규제및글로벌경쟁이슈: 시장지배력, 데이터주권, 아마존효과를중심으로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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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다. 

한편으로기업들은소비자의데이터재산권이미치지않는영역의데이터를축적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아마존 옴니채널 전략 예를 들어보자. 아마존은 2018. 9. 27에 72

Spring Street New York(뉴욕소호지역)에‘amazon 4-star’라는상점을개설했다.13)이상점에

서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거나 가장 우수한 상품(예: 4-starred goods) 중 일부를

판매한다. 이사례는홀푸드(Whole Foods) 인수등과연관되어아마존이오프라인커머스에

큰 관심이 있음을 보여 준다. 아마존은 이러한 오프라인 활동에서 커머스의 가치사슬 프로

세스 정보를 확보하고 고객의 쇼핑 프로세스에 관한 정성적인 정보를 축적할 것이다. 이러

한 정보는 소비자의 데이터 재산권과 무관하다. 그리고 데이터의 정성적이고 비정형적인

특성상한번축적하면경쟁자가단순한 copy-and-paste도어려울것이다. 즉, 해당데이터는

경쟁사가따라하기힘들고축적하기어려운전략적자산이될것이고이러한전략적자산을

활용하는역량을개발하고이러한역량을바탕으로하는서비스와솔루션을제시할수있다.

이러한서비스와솔루션역시그탄생/축적과정에서의복잡함과조직과의불가분특성으로

인하여경쟁서비스에의하여쉽게대체되지않을것이다(Diericks and Cool, 1989). 

실제로오프라인커머스가소비자와지역적으로밀착되면온라인커머스에의한대체효

과나가격탄력성증가효과를감소시킬수있다(Forman, Ghose, and Goldfarb, 2009). 이에대

하여온라인커머스는오프라인커머스를병행하면서이러한저항을무력화혹은역이용시

킬수도있는것이다. 아마존에게이러한의도가없다고단언할수없다. 

아마존이 2017년 4월에 시애틀에서 시작한 Amazon Fresh Pick Up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

해할수있다. 아마존에의하면고객들은해당서비스를이용신선한농산물을가장빠르고

편리하게주문할수있다. 차에타고기다리고만있으면제품이포장되어차에적재되고이

후고객은그냥떠나면된다. 체크아웃이나줄을설필요가없고고객은차에서나올필요도

없다. 이러한 편의성과 아마존의 가격 알고리즘이 결합되면 고객의 쇼핑 행태를 바꿀 가능

성도 있다. 결국 아마존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들

의 자연실험(自然實驗)처럼 아예 실험을 디자인하고 그에 맞추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아마존은드론배달을위한공중부양창고에관한특허를신청했다.14) 공

중부양 창고가 드론 배달을 위한 최적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필요할것이다. 

아마존 스토어 프런트(Amazon Storefronts)는 아마존이 이해관계자 포섭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투자를하고있는지극명하게보여주고있다. 아마존은이서비스를통해서지역의

중소상인 생태계까지 장악할 수 있고, 이들을 앞세워 아마존 커머스에 대한 비시장 도전을

13) https://www.cnbc.com/2018/09/27/amazon-just-opened-its-4-star-store-in-new-york-heres-a-look.html.
14) http://fortune.com/2016/12/29/amazon-floating-warehouses/.



극복하고오히려자사 PB 상품의비중을동시에높일수있는토대를만들것으로예상된다. 

국내기업들도이러한커머스생산과소비의가치사슬상의프로세스데이터와지식을축

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정성적, 비정형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자산

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며 API 등의 형태로 생태계 개발자들에

게제공하는지가기업의경쟁력을결정하는핵심역량이될것이다. 뿐만아니라로컬상점

을 운영하면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축적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역시 기업

의핵심역량이될수도있다. 예를들어, 신뢰등사회적자본이형성되면기존에인터넷으

로 판매하기 어려웠던 고관여상품(高關與商品)이나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상품, 서비스

등도인터넷판매가가능해질수있다. 

상식적으로아마존같은대형 IT 기업이소형상점을운영하는이유가실험과사회적효

과 외에 무엇이 있을까? 네이버쇼핑은 인터넷골목상권침해라는비판을 받고 이베이코리

아로부터공정위에고소까지당했다. 이경우네이버는 Click & Mortar(온라인정보취득, 오

프라인 구매) 전략을 추구하며 소상공인을 상품과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광고하게 하고 온

라인구매는물론오프라인구매까지유도할수있다. 이상황에서네이버쇼핑은온라인골

목상권침해가아니라정보제공을통하여전자상거래역량이떨어지는오프라인골목상권

상점들을보호해준다는명분을확보할수있다. “네이버가보호하는상점은침해할온라인

골목상권도 없다. 네이버가 이러한 상점들이 온라인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를통해서온라인골목상권을오히려활성화시키고있다.…”라고주장할수있다. 네이버

쇼핑에 대한 비시장 공격을 오히려‘오프라인 골목상권도 없는 상점의 온라인 기회 박탈’,

‘온라인 골목상권 기회 사다리 걷어차기’, ‘온라인 골목상권 독점 및 황폐화 시도’등으로

규정하며방어는물론공격도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상공인과 창업자들에게 옴니채널을 통해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 컨

설팅, 금융서비스등도중요한가치를가질수있다. 이러한서비스들은전략적 CSR의형식

으로 제공되어 사회 혁신에 관한 기업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

킨다. 이는다시기업의경쟁력의원천이될수있다. 활발한토론과아이디에이션을유도하

는 교육과 세미나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이를 설문, FGI 등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실시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디자인하여

이를실시간정성적비정형데이터축적의기회로삼아야한다. 즉, 국내기업은교학상장(敎

學相長)을데이터축적의전략으로삼을수있다. 교학상장전략의성공을위해서는정성데

이터는물론비정형데이터를분석할수있는데이터사이언스역량을갖춘인력도확보하고

양성해야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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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에 관하여 정부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영국의 Small Business: GREAT Ambition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mall-business-commitment/small-business-great-ambition).



온라인과오프라인을모두운영하는것은정성적, 비정형데이터수집과사회적자본형

성에큰도움이되나 모든영역에서본격적으로경쟁력을갖는것은또다른차원의문제이

다. 선택과 집중은 항상 중요하다. 예를 들어, 비정형 데이터와 사회적 자본을 넘어서 옴니

채널이나멀티채널을추구하는경우자칫 stuck-in-the-middle에처할가능성이높다. 이경우

회사의 어떤 핵심 역량을 다양한 채널에서 어떻게 공유하느냐 따라 핵심 역량이 희석화될

수도있고비옥화될수도있다.

Ⅳ. 결론

국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은 2017년 적자폭이 1조를 넘어서고 있다. 온라인 커머스의 플

랫폼간의경쟁은물론플랫폼과플랫폼참여자들간경쟁도첨예하다. 여기에더하여진짜

적은따로있을지모른다. 시장영역과비시장영역에서엄청난경쟁력을지닌글로벌대형

IT 기업들은언제라도국내시장에진입할것이다. 본연구를통해이런상황에서국내커머

스기업들이취할수있는대응전략에대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혼란스러운국내온라인커머스시장은오히려향후글로벌기업과의경쟁에있어

중요한전략적자산이될수있다는점이다. 국내기업들은소비자와생산자잉여를증가시

키는 공유경제를 설계하여 이해관계자들을 포섭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비시장영역에서는포섭된이해관계자들과대립시키고진지를구축한후시장영역에

서의생사를건진검승부에집중할수있다. 

둘째, 국내 대형 IT 기업들은 솔루션에 집중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의 공유경제 중심에

는판매자와소비자를위한솔루션이중요하다. 생산, 판매, 소비상의가치사슬을연구하고

가치사슬상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솔루션이개발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과정에서국

내 대형 기업들은솔루션을 직접 개발하는것보다는 개발 툴을 개방하고솔루션 거래를 위

한솔루션스토어를디자인해야한다. 그리고이러한솔루션스토어가잘작동하기위한데

이터생산과제공역량을축적해야한다. 

셋째, 기업들은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재산권 보장이라는 흐름에 적응하고 이를 오히려

이용해야 한다.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업체들에게 데이터 주권은 아킬레스건이다. 국내 기

업들은 소비자 데이터 재산권 보장을 오히려 장려하고 데이터로 부터 창출되는 잉여를 공

유하는 경제를 설계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 재산권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정성적, 비정형

데이터를축적하고분석하는역량을개발해야한다. 예를들어, 상공인의활동에관한가치

사슬에서생성되는프로세스데이터를어떻게확보하고분석해야하는지연구해야할것이

다. 교육, 컨설팅, 데이터제공및분석대행등국내이해관계자들의정보처리와데이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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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개발해주면서이러한작업을병행하는교학상장을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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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Issues on Domestic e-Commerce Regulations 

and Global Competitions: Market Dominance, 

Data Sovereignty, and Amazon Effects16)

Hyoung-Goo Kang·Seongmin Jeon

Abstract: The domestic e-commerce market faces internal and external issues such as the

concerns of regulators over dominant IT companies and the entry of large global companies

such as Amazon. In order to address these market and non-market challenges, firms need

integration strategy. One way of undertaking integration strategy is to provide stakeholders

with solutions and solution stores. This facilitates stakeholder engagement, ecosystem

flourishment and common value creation. We suggest domestic firms to design the landscape

in which community stakeholders and global companies compete in the non-market area on

behalf of domestic enterprises while domestic firms conduct full-scale attack toward global

ones in market area. The current debate about online gol-mok-sang-gwon or backstreet

commerce right can become a strategic resource form domestic firms, The notion is not just

an oxymoron. Solution stores will become a killer applica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data-related ownerships and licenses rights. Firms should strategically

encourage securing the right to use and protecting consumer data right This will make the life

of incoming global tech giants hard. In addition, domestic firms should focus on acquiring

and analyzing qualitative data and process data for which consumers do not have sovereignty

and in which firms can find a source of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Keywords: e-commerce, data sovereignty, market dominance, non-marke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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