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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경제 살리기 (5) 온라인비즈니스
해마다 시장규모 5-20 % 성장

입력일자:2009-04-14

왜 온라인 비즈니스(E-Business)를 해야 하는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온라인 시

장은 해마다 5~20%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2,0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이 온라인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2012

년에는 현재의 두 배가 넘는 경제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한인들에게는 여전히 온라

인 비즈니스가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전통적인 방법과 다르고 

생소하다는 이유 때문에 묵과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점들

이 있다. 우선 훨씬 더 적은 자본으로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이메일 마케팅

으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더 많은 사람에게 손쉽고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미 Google, E-bay, Amazon 등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

고,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을 당연하고 가장 합리적인 소비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물론 온라인 비즈니스도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나 

시장 환경에 대한 신중한 사전조사와 이해 없이 시작되는 수많은 소규모 비즈니스들도 있다. 한

자로 위기는 기회와, 위험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의미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는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또 하

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충분한 사전준비와 검토,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지금의 위기를 해쳐나갈 수 있는 훌륭한 솔루션(Solution)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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