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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지향적인 분산 컴퓨팅 패러다임으로 웹서비스(Web Services)가 관심을 끌고 있다. 웹서비 

스는 기업 애플리케이션 통합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업간 협업을 위한 연계 방식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이 웹서비스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g비즈니스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 

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웹서비스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의 개요와 표준화 동향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관련 시장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또, 국내 기업의 웹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그 이용 실태와 국내 웹서비스 관련 

시장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과 정부에서 웹서비스를 도입하여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들이 웹서비스 기술 동향을 적절히 파악하여 대처할 수가 있다는 점과, 

범국가적 웹서비스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Web Services are rapidly gaining attention as the service oriented distributed computing paradigm 

over the Internet. Web services are currently highlighted not only due to its role as an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or, but also as the method of mediating inter-enterprise collaborative works. This 
research analyzes, categorizes, and provides current status and forecasting of core technology and 
standardization issues concerning web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ould be used as the base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and establishing strategies concerning the fundamental technologies of 
web services. Also, the demand and status of domestic markets of web services are thoroughly analyzed. 
Based on this analysis, guidelines for the adaptation of web ser/ices by the government and domestic 
enterprises are present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rovides appropriate alternatives to domestic 
enterprises by evaluating web service technology trends, and further on provides methods of web 
services market activation on a national scale

키워드 : Web Services, Field Survey, e-Business, Activation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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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최근 차세대 e■비즈니스를 위한 핵심 기술인 

웹서비스CWfeb Services）에 대한 관심이 커지 

고 있다. IT 업계는 웹서비스의 기능과 가능성 

을 높이 평가하여 주요 1T 솔루션 공급업체들 

은 경쟁적으로 웹서비스를 주요 전략으로 설정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 

이 웹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웹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 내 애플리케이션 통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기업간 협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 

라 웹서비스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의 IT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면서 각 업무 솔루션 위주로 개별적으로 구축 

된 기업 내 시스템들 사이의 통합 이슈가 부각 

하였으나,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모델로는 이기 

종플랫폼 간의 통합이 매우 어려웠다.

인터넷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B2B, B2C 등 

네트워크 상의 e■비즈니스 모델이 발전하고 있 

다. 기업 경계를 넘어선 다수 기업 시스템들 간 

의 연동을 통해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가상 기업 시스템이 대두되고 있고, 

이 경우에도 다양한 시스템 환경 상의 애플리 

케이션을 연동하고 프로세스를 통합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한다. 이러한 기업 내, 기업 간 애 

플리케이션 연동을 위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 

이 바로 웹서비스이다.

웹서비스가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는 있지만 

웹서비스 기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각 기업이 斷비즈니스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웹서비스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기업 

과 기업이 전자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비즈 

니스 환경에서 웹서비스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기본적인 웹서비스 구성요소 이외에도 트 

랜잭션 관리, 보안 등의 요소 또한 고려해야 한 

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우선 웹서 

비스를 구성하는 기술의 개요와 표준화 동향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관련 시장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은 국내 기업이 웹서비스 

기술을 이해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또, 국내 기업의 웹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실태와 국내 웹서비스 관련 시장을 면밀히 분 

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과 정부에서 

웹서비스를 도입하여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분석을 통해 일반 기업 , 솔루 

션 및 서비스 공급기업, 정부를 대상으로 다음 

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반 기업들 

은 웹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자사 

의 환경에 적합한 웹서비스 대응방안을 수립하 

여 단계별로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rr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의 

조기에 개발하고, 웹서비스 솔루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 환경을 위한 

표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웹서비스 기반 강화 및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 

한 정부의 역할로 웹서비스 인식 제고, 표준화 

지원 및 확산 방안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2. 웹서비스 기술 개요 및 

표준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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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영 관점의 중요성 및 시장 전망

웹서비스와 관련한 주요 표준을 제정하고 있 

는 W3C에서는 웹서비스를 URI(Uniform 

Resource Identi谊er)에 의해 식별되는 木프乓 

웨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6〕. 

웹서비스로서의 애플리케이션은 XML 기술을 

이용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정의 및 기술하고 

검색할 수 있으며, 인터넷 기반의 프로토콜을 

통해 XML 기반의 메시지를 사용하여 다른 소 

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웹서비스의 기술 개요를 알아 

보기에 앞서 경영적 관점에서의 중요성과시장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웹서비스를 경영적 

관점에서 정의하면, 인터넷 상에서 수행되는 

독립적 업무 기능 (self-contained business 
functions)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4〕. 웹서비 

스는 다른 서비스 혹은 유사한 종류의 서비스 

컴포넌트와 연계되어 동작할 수 있도록 

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WSDL(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 등의 표준에 따라 작 

성된다. 현 단계에서 잘 정립되어 있는 표준에 

는 메시징 기능을 위한 SOAP, 업무 기능의 등 

록저장 검색을 위한 UDDI, 기술 서비스의 표 

현을 위한 WSDL이 있다. 기타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는 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기업들은 공급업체 및 고객사 등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웹서비 

스를 활용하면 이전보다 훨씬 쉽게 협 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정보 시스템들이 상호연동될 수 

있다. 또한, 협력 벤처나 단기 마케팅 제휴 관 

겨】, 인수 합병 등의 이유에서 서로 다른 기업들 

의 시스템 간에 신속한 연계 및 통합에 대한 요 

구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은 웹서비스를 활용 

하여 보다 많은 잠재적 사업 파트너들과 전자 

적 수단으로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완전히 혁신적 

인 방식으로 협업할수 있다.

웹서비스는 표준에 기초하여 구축되기 때문 

에 많은 시스템 개발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가 있다. 표준에 의거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므 

로 특정 공급업체나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 

유형에 종속되지 않는다.

웹서비스 관련 시장은 현재 초기 진입단계에 

있으며, 조사기관마다 그 수치는 차이가 있으 

나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웹 

서비스 시장 분류 또한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 

만, 크게 웹서비스를 개발, 운영할 수 있는 소 

프트웨어 시장, 실제 실행에 필요한 서버 등과 

같은 하드웨어 시장, 기업에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 개발, 통합관리 해 주는 서 

비스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BDC 발표에 따 

르면, 웹서비스 총 시장규모는 2004년 16억 

달러로 전망되고, 이후 급격한 성장을 보여 

2007년에는 34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13〕.

가트너그룹은 웹서비스 시장을 애플리케이 

션 통합, 미들웨어 기반의 소프트웨어, IT 전문 

가 서비스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 

2005년까지 이들 시장의 총규모가 280억 달 

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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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웹서비스 기술의 개요

웹서비스 기술은 애플리케이션 간의 상호운 

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아키 

텍처라고 볼 수 있다.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와 같이 별도의 솔루 

션을 도입해 통합 기능을 구현하기 보다는 인 

터넷과 XML 기술을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의 통신 방식을 표준화하여 애플리케이션 자체 

를 통합하는 방식을 취한다. 웹서비스 기술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와 그 상관관계는〈그 

림 1〉과같다.

웹서비스는 서비스 지향적인 아키텍처로 구 

성되는데 네트워크 상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 

들을 찾아내고 서비스를 결합해서 또 다른 서 

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작성한 애 

플리케이션을 “JTT(Just In Time) 통합 방식 

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부른다〔6〕.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웹서비스 사용 시나 

리오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WSDL 표준에 맞춰 기술하고, 그 내 

용을 구현하여 중개자에게 등록한다. 검색 및

〈그림 1〉웹서비스기본아키텍처

발견 중개자는 UDDI 표준에 따라 구축하는 

디렉토리 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자들이 등록해 

둔 서비스를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서비 

스 요청자는 중개자의 검색 서비스를 통해 원 

하는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고, 이후 서비스 제 

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SOAP을 통해 바인 

딩하여 원격 호출할수 있다.

웹서비스의 핵심 기술 및 표준은 다음과 같 

다.

・ XML： W3C의 텍스트 기반 마크업 언어 

에 대한 표준으로 HTML과 달리 문서에서 필 

요한 태그를 정의할 수 있어 , 문서의 구조, 표 

현, 내용을 분리하여 각종 데이터 및 문서를 나 

타낼 수 있다. 특히 , 상호 교환이 필요한 이식 

성 구조적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며 , 메시징 프로토콜로도 사용된다.

■ SOAP： 소프트웨어 서비스들 간 네트워 

크 통신을 위한 표준으로 분산환경에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제안된 XML 기반의 메시징 프 

로토콜이다〔12〕. SOAP 메시지는 XML로 표 

현되며 , 그 전송 계층(transport layer)은 

HTTP 프로토콜이 가장 일반적이다. 기타, 

SMTP(Simple Mail Transport Protocol), 
JMS(Java Messaging Service) 등으로 구현 

할수도 있다.

・ WSDL：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기 위한 표준으로 XML 
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정의한다. 서비스 제공 

자는 WSDL을 사용하여 원격 메시지 호출을 

위한 서비스의 이름, 호출방법, 호출시 파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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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서비스 이용결과로 얻을 수 있는 정보 등을 

정의한다.

・ UDDI： 웹서비스를 온라인 디렉토리에 

등록, 공개하기 위해 개발된 규약이다〔15〕. 

UDDI 레지스트리를 통해 서비스가 등록되며 , 

조회 AH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 

다. 웹서비스 제공자를 검색하기 위한 레지스 

트리는 화이트 페이지, 옐로우 페이지, 그린 페 

이지로 구성되는데 이들 데이터는 모두 XML 
기반으로 작성된다.

전자거래와 같은 분야에 웹서비스가 적용되 

기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QoS： Quality of 
Service), 트랜잭션 관리, 보안인증, 서비스간 

협업 등의 이슈들 또한고려해야 한다.

2.3 웹서비스 표준화 동향

웹서비스 표준화는 MS, Sun, IBM, HP, 
BEA, Ariba 등을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OASIS 등의 민간표준화 단체에서 표준화 논 

의가진행되고 있다〔1,2, 3〕.

W3C에서는 웹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4 개의 

실무 워킹그룹과 하나의 조정 그룹 

(Coordination Group)을 두고 있다. 웹서비스 

아키텍처 워킹그룹에서는 웹서비스의 전체 아 

키텍처，용어, 사용 시나리오 등을 담당하고 있 

다. XML 프로토콜 워킹그룹에서는 웹서비스 

의 메시징 프로토콜을 담당하고 있으며, 

SOAP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웹서비스 기술 

워킹그룹에서는 웹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한 언 

어인 WSDL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네 번째 

실무 워킹그룹으로 2003년 1월에 발족한 웹서 

비스 구성 (Choreography) 워킹 그룹이 있는 

데, 웹서비스들 사이의 상호연관 관계를 표현 

하고 자동 실행하기 위한 기술 및 표준을 다룬 

다⑺.

UN/CEFA.CT(United Nations/Center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 
ness) 과 공동으로 ebXML 표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OASIS (Organi

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에서도 UDDI 스펙, 

웹서비스 보안 기술위원회 등의 기술위원회를 

통해 웹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UDDI 스펙 기술위원회는 UDDI.org에서 독 

립적으로 추진하던 표준화 작업을 OASIS 내 

에서 추진하기 위해 2002년 8월 구성되었다.

웹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2002년 

2월 WS-I(Web Services Interoperability 
Organization)가 설립되었는데, 다양한 웹서 

비스 관련 표준이 신속히 채택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플랫폼이나 운용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웹서비스가 작동되고 서로 자유롭 

게 통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17、

국내 기업들은 웹서비스 국제 표준화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해 

외 표준화 동향을 수집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 

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조직적인 표준화 활 

동 보다는 개별적 레퍼런스 사이트 구축이 일 

부 진행되고 있는데 , 특히 UDDI 기술이 선도 

적으로 개발되고 있다〔3〕. 국내의 대표적인 l 

비즈니스 표준화 단체인 전자상거래표준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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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포 럼의 전자거래 기반기술위원회에서는 웹서 

비스 등록저장소 구축 지침 개발, 웹서비스 구 

성 언어 등의 연구를 2002년에 수행한 바 있 

다. 향후 국내에도 웹서비스 관련 표준화 활동 

과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7, 8〕）.

3. 국내 주요 기업의 웹서비스 

수요전망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의 웹서비스 수요 

전망 과 웹서비스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실 

태 조사' 로 나누어서 설문서를 작성히•고 실사 

를 수행하였다.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 분 

석을실시하였으며, 국내 주요기업의 웹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국내 기업 

매출 기준 상위 1000개 기업을조사하였다. 플 

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조사에서는 플랫폼 공급 

업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를 대상으로설 

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3장에서는 국내 기업들 

의 웹서비스 인식정도와 도입계획을 조사, 분 

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 4장에서는 웹서비 

스 주요 공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웹서 

비스 시장 현황 및 사업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 

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2002년 11 
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메일, 팩스 및 

직접 방문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웹서비스 수 

요전망조사' 는 총 102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 

으며, 웹서비스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실태 

조사 는 총 55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분석되 

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를 통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분석자료는 참고문헌（〔9〕）을 참조하기 

바란다.

3.1 설문내용 개요 및 해석상의 유의 

사항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내용은 

웹서비스 일반사항, 웹서비스 도입 현황 및 수 

요, 기업 일반사항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분야의 웹서비스 일반사항 부문에서는 

주요 기업의 웹서비스에 대한 이해 수준을 조 

사하기 위해 웹서비스 관련 인식정도, 웹서비 

스 도입의 목적, 알고 있는 웹서비스 공급업체 

및 제품명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하였다.

둘째 분야인 웹서비스 도입 현황 및 수요 부 

문에서는 웹서비스를 도입하였거나 도입 중에 

있는 기업에게 웹서비스 도입 시기, 도입내용, 

구체적으로 도입한 솔루션, 해당 솔루션 공급 

업체 및 제품을 선택한 이유, 도입 제품에 대한 

만족도 등을 질문하였다. 아직 계획이 없는 업 

체에게는 향후 도입예정시기, 향후 웹서비스 

및 EM 도입 전망, 향후 도입 시 선호하는 업체 

명 및 개략적인 도입비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공통적으로 질문한 사항은 경영 이 익창출에 대 

한 웹서비스의 기여도, 향후 도입 솔루션, 웹서 

비스 도입의 저해요소, 선호 플랫폼, 웹서비스 

기능별 중요도, 웹서비스 표준안에 대한 우선 

순위 등을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일반사항에서는 1T관련 솔 

루션 선택 시 판단기준, 매출규모 및 IT 예산수 

준, 응답자 직무를 질문하였다. 조사 대상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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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특성을 살펴 보면, 2002년 매출은 평균 

3767억원이고 매출 규모 비율은 1천억 〜 5천 

억원 규모의 기업들이 가장 높았으며, IT 예산 

은 평균 34.6억이었다. 또, 응답자의 직무별로 

볼 때 시스템 도입 전략 수립 및 프로젝트 관리 

자와 정보시스템 의사 결정자가 46%와 40% 
를 차지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기업 102개 증 20개 기 

업만이 현재 웹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중인 것을 

나타났다. 따라서, 웹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조 

사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소수의 표본을 

기준으로 한 결과를 전체 1000대 기업으로 확 

대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3.2 웹서비스 일반 사항 조사결과

웹서비스에 관한 기업의 인지도 및 관심도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98%가 웹서비스 

를 알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고 답해, 국내 기업 

은 스스로 웹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1.9%가 웹서 

비스 개념 및 제품 관련 내부 회의를 한적이 있 

거나, 도입 검토를 위한 담당자나 웹서비스 전 

담팀 또는 부서가 있다고 응답해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웹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웹서비스의 도입 목적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그림 2〉와 같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응답자의 

27.5%가응답한 기업 IT 인프라의 웹기반 플 

랫폼으로의 전이 (migration)'이다 이는 기존 

메인프레임이나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의 시스 

템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WAS)를 도입하여

1) IT 인프라의 웹기반 플랫폼으로의 전이

2) 애플리케이션 커스터마이징 편의성

3) 개발환경 표준화롤 통한 생산성 향상

4) 내부 애플리케이션 통합

5) 고객사와의 거래 프로세스 통합(B2B1)

6) 기존 컴포넌트 및 코드의 재사용률 제고

7) 개인화된 컨텐츠 제공

8) 특정산업에 특화된 고부가 서비스 제공

9)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그림 2> 웹서비스 도입 목적

웹 기반으로 IT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 

다. 국내외적으로 웹서비스의 주요한 도입 목 

적이 기업 내 혹은 기업간 애플리케이션 통합 

(EAl/B2Bi) 또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 

익 창출 등에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일반 기업 

들이 웹서비스를 월드 와이드 웹 기반의 서비 

스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확히 웹 

서비스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 웹서비스의 명칭에서 기인한 이러한 식의 

오해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국내 기업도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슷한 수치인 22.5%가 고 

객사/파트너 기업과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 

동화(B2Bi)를 도입 웹서비스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내부 애플리케이션 통합(EAD을 웹서비 

스 도입 목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9.8%로, 통 

합 목적을 응답한 비율은 총 32.3%이다. 웹서 

비스가 주로 통합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국내에서도 웹서비스의 통합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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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경영 기회 확대의 측면 

으로 웹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추세임을 반영한 

다

시스템 간 통합 방식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 

자의 대다수가 관리적 통합방식, EAI 통합방 

식, El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통합 

방식 등과 같은 패키지나 솔루션의 도입을 주 

류 통합방식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9%의 응 

답자만이 웹서비스를 주류 통합방식으로 보고 

있었다. 이는 국내 기업은 애플리케이션 인프 

라를 상호 운용성 기반으로 변경하기 보다는 

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솔루션을 도입하여 통합 

이 필요한 요소 및 애플리케이션을 선택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다.

웹서비스 공급업체 인지도 조사결과 IBM, 

MS가 선두군을 이루고, Sun, 오라클 등이 따 

라가는 식의 순으로 웹서비스 공급업체로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0%가 알고 있는 웹서비스 공급업체가 없다 

고 응답하였는데, 전반적인 웹서비스 인식이 

낮음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웹서비스 

제품의 경우에도 61.7%가아는제품이 없다고 

답했다. 웹서비스 제품을 응답한 경우, MS 
.Net, IBM WebSphere, Sun ONE, BEA 
WebLogic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3 웹서비스 도입 현황 및 수요 조사 

결과

웹서비스 도입현황에 관한 질문에서 국내 기 

업의 19.6%가 웹서비스를 도입해 사용 중이라 

고 응답하였으며 49.1%가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웹서비스를 이미 도입해 사용 

중이라고 응답한 19.6% 중 상당수의 기업은 

웹서비스가 아닌 웹 기반의 사용자 서비스 애 

플리케이션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반 가량의 업체가 웹서비스 도입 계획을 가 

지고 있다고 밝혔으므로, 웹서비스 시장은 향 

후 성장 가능성인 큰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한 웹서비스 솔루션에 관하여 조사한 결 

과는〈그림 3〉과 같다(중복응답 허용). 국내 기 

업은 웹서비스에 기반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을 가장 많이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48.0%). 보통 웹서비스를 W#의 도입과 함 

께 기반 인프라로 도입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기업은 시스템 기반을 웹서비스로 구축하 

기 보다, 특정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웹서비 

스화 하려는 요구사항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1) 2) 3) 4) 5) 6) 7)

1) 웹서비스 기반의 기업 정보시스템
(ERP, PDM, SCM 등)

2) 웹서비스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솔루션

3) 웹서비스 개발 플랫폼
4) 웹서비스 기반 포탈 솔루션

5) 웹서비스 기반 WAS

6) 웹서비스 기반 EAI

7) 기타

〈그림 3> 도입한 웹서비스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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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솔루션 공급업체 및 제품 선택 이유로 

국내 기업의 40%가 기능적 우수성을 선택하 

였으며, 72%가 구축 용이성 및 공급업체 지원 

이라고 밝혔다(중복응답 허용). 이는 웹서비스 

솔루션 공급업체 및 제품 선택에 있어, 도입 기 

，업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최소화하는 구축 방 

식이 선호됨을 의미한다.

웹서비스의 도■입 시기에 대해, 국내 기업은 

45.1%가 1년내 일부 대기업 및 금융 등 특정 

산업에서 도•입되고, 2-3년 후 다수 대기업이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20.6%는 1년 내 

다수 대기업 및 금융 등 특정산업 도입 확산, 

2-3년 후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응답 

하였다. 또한, 1년 내 도입율 극히 낮을 것, 2-3 
년 후 일부 대기업 도입이라고 밝힌 기업은 

18.6%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2003년부 

터 특정 산업부터 도입이 시작되어 2004년 이 

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웹서비스 도입시의 비용은 39.2%의 

기업이 응답하였으며 그 중 28.4%가 10억 미 

만의 비용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1〜3억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8.6%가 5 
억 미만의 비용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은 웹서비스의 기여도에는 매우 긍 

정적이나(97.0%) 투자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 

이고 있다. 23.5%의 기업이 비용투자가 어렵 

다고 응답하였으며, 약간의 비용 투자(29.4%) 
및 적절한 투자(28.4%) 의사를 밝힌 기업이 

57.8%였다. 그러나, 비용 투자 의사가 있는 기 

업의 비율이 71.7%에 달하고, 적극적인 투자 

의사가 있는 기업도 15.7%나 있었으므로, 웹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투자 의지는 높은 편이 

라고 볼 수 있으다. 대기업일수록 웹서비스 관 

련 투자 의지가 높았다.

향후 도입하려는 웹서비스 솔루션은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이 59.8%, 전자상거래 

솔루션 34.3%, 포털 솔루션 31.4%, 개발 플 

랫폼 29.4%, WAS 22.5%, EAI 21.6%의 비 

율을 보였다(중복응답 허용). 이는 IT 인프라 

를 웹서비스화하여 향후 통합 이슈에 대처하 

고, 기반 구조를 통합형 구조로 변경하기 보다 

통합 및 연동 요구가 있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을 중심으로 웹서비스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웹서비스 도입 저해요소 조사 

결과는〈그림 4〉와 같다. 높은 수준의 웹서비스 

도입 비용 발생(평점 4.0/5.0 만점), 트랜잭션 

처리, 보안, 워크플로우 등에 대한 표준 미확립 

(평점 4.0), 불분명한 ROI 투자 대비 효과 의 

문(평점 3.9) 등이 높은순위를 차지하였다.

웹서비스에 대한 비용 문제와 웹서비스 활용

1)2)3)4)5)6)7)8) 9)

1) 불분명한 ROI

2) 레퍼런스 모델 부족

3) 트랜잭션, 보안, 워크플루우 등 표준 미비

4) 관리 및 개발 문제 발생 가능성

5) 웹서비스 전문인력 부족

6) 웹서비스 인식 및 전문지식 부족

7) 웹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신뢰성 부족
8) 도입비용 과다

9) 호환성에 대한 검증 미비

〈그림 4> 웹서버 I스 도입 저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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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부족이 큰 저해 요소로 파악되었고, 기업 

환경에서 웹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트 

랜잭션, 보안, 워크플로우 등의 표준 미 확립 문 

제 또한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웹서비스가 비즈니스적으로 검증 

되지 않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레퍼런스가 

부족한 점, 기술적으로 웹서비스의 상호 운용 

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큰 우려를 갖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웹 

서비스의 트랜잭션, 보안, 워크플로우 관련 표 

준화가 완료되고, 아마존의 사례에서 볼 수 있 

는 것과 같은 웹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보 

급되면 웹서비스의 도입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업 규모별로 볼 때 대기업은 웹서비스 모 

델 레퍼런스 부족 문제가, 중소기업은 웹서비 

스 전문 지식 부족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 

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이는 대기업일수록 

웹서비스 투자 여력과 인력이 있으나, 적용가 

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웹서비스 도입에 필 

요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일반 기업은 웹서비스 플랫폼으로 

J2EE(22.5%)보다 .Net(43.1%)> 선호흐］는 

것으로 나타났다. J2EE와 .Net 둘 다 도입하 

겠다고 밝힌 업체도 11.5%에 달했다. MS가 

마케팅 투자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용 솔루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결과 

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J2EE 플랫폼 

이 검증된 아키텍쳐로 인해 대형 기업 환경에 

서 많이 사용되고, ,Net 플랫폼은 비용 경쟁력 

을 바탕으로 신규 구축시 및 중소 규모 기업 환 

경에서 선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 대상 

기업이 중소 기업이 비중이 더 높았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웹서비스 기능 중요도 조사 결과는〈그림 5> 

와 같다. 멀티 플랫폼 통합 기능 제공(3.8), 통 

합관리를 위한 관리자용 툴 제공(3.8), 웹서비 

스 개발을 위한 표준 개발 툴 제공(3.8) 등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평가하고 있다.

웹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이기종 

플랫폼 간의 통합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평 

가 받고 있으며 , 웹서비스 개발을 위한 툴 제 

공, 컴포넌트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가이드 제공 

등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요소가 또한 중요 

하게 평가되고 있다. 기업 규모 별로 볼 때, 레 

거시 시스템과의 통합 환경 제공 요소와 

UDDI 구축은 대기업일수록 중요하게 평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일수록 기존 레 

거시와의 통합을 주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 

웹서비스 확산에도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웹서비스 관련 표준에 대한 인지도는 XML

3 1) 2) 3) 4)5) 6) 7) 8)

1) 멀티 픛랫폼 기능 제공

2) SOAP올 통한 애플리케이션 통합

3) 웹서비스 개발용 표준 개발 툴 제공

4) 레거시 시스템과의 통합환경 제공

5) 통합관리틀 위한 관리자용 툴 제공

6) 디렉토리 서비스 통합(UDDI 구현)

7) 웰서비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침 제공

8) 컴포넌트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지침 제공

〈그림 5> 웹서비스 기능 중요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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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SOAP (65.9) - WSDL (50.0) - 
UDDI (44.3) 순으로 나타났다. XML과 웹서 

비스 기반 표준은 예상대로 높은 인지도를 보 

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안 관련 표준(WS- 

License 와 WS-Security), 워크플로우 관련 

표준들 (XLANG, WSFL, BTP) 순이었으며, 

트랜잭션 관련 표준(WS-Transaction, WS- 

Coordi血ation) 의 인지도가가장 낮았다.

4. 웹서비스 공급업체 조사 결과

4.1 설문 내용 개요 및 해석상의 유의 

사항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플랫폼 공급업 

체 및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55개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의 응답 

률은 100.0%(55개)이다.

주요 플랫폼 공급업체 및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대상 설문은 총 다섯 개 부문으로 구 

성되어 있다. 웹서비스 관련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분야를 선택하여 답하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응답업체가 답하는 

것은 네분야이다.

첫째, 웹서비스 관련 솔루션/서비스 제공 여 

부 부문에서는 주요 플랫폼 공급업체 및 웹 애 

플리케이션 개발업체들의 웹서비스 관련 솔루 

션 및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질문하였다. 조사 

대상 국내 솔루션 공급업체의 80.0%는 웹서비 

스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중이 

라고 답해, 웹서비스가 주요 서비스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웹서비스 관련 솔루션 보유현황 부문 

에서는 현재 웹서비스 관련 솔루션 및 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보유 웹서비스 

솔루션 및 서비스, 이름 및 기능, 웹서비스 사 

업 TFT 운영 현황, 웹서비스 기반 플랫폼, 적 

용된 웹서비스 표준, 개발시 애로사항 및 웹서 

비스 관련 매출액, 매출구성, 고객업체에 관한 

내용, 계획중인 웹서비스 솔루션/서비스 신규 

사업, 2003년 전략 및 사업 타겟 시장 등에 대 

해 조사하였다.

셋째, 웹서비스 솔루션 개발 계획 분야에서 

는 현재 웹서비스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유, 향후 개발 시기 , 향후 개발할 서비스 및 

기반 플랫폼, 2003년 웹서비스 전략 및 타겟 

시장에 대해 질문하였다.

넷째, 국내 웹서비스 시장에 대한 이해 부문 

에서는 모든 응답 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웹 

서비스 시장의 기술 수용곡선 상의 위치 , 웹서 

비스 열기에 대한 견해, 국내 웹서비스 활성화 

시점 , 웹서비스 우선도입 분야, 웹서비스 도입 

의 장애물, 웹서비스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점, 

정부의 역할, 향후 시장을 주도할 플랫폼이 무 

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급업체 및 설문 응답자 일반 

사항 분야에서는 조사에 응한 사업체의 기업 

일반사항과 응답자 일반사항을 조사하였다. 조 

사 대상 rr 공급업체의 규모는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으로 구성되었다. 자본금별 

로는 100억 〜 999억원, 10억 〜 99억원의 자 

본금을 보유한 기업들의 비중이 높았다. 2001 

년 매출액별로는 매출액이 100 〜 999억원인 

중견 기업의 비중이 약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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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서비스 시장에 대한 이해부분은 웹서 

비스 공급업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본 설문의 주요 응답자인 마케팅 담당 부 

서장들은 웹서비스 시장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 

적인 평가보다는 해당업체의 마케팅 관점에서 

답했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이 런 점 을 감안하고 

조사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4.2 웹서비스 관련 솔루션 보유현황

보유 웹서비스 솔루션 및 서비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허용), 웹서비스 기반 

EAI 솔루션을 답한 공급업체가 45.5%로 가장 

비율이 높아 웹서비스 솔루션의 주요 용도는 

애플리케이션 통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웹 

서비스 기반 포털 솔루션(40.9%), 웹서비스에 

기반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솔루션(40.9%), 
웹서비스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솔루션 

(31.8%) 등이 그 뒤를 따른다.

그러나, 웹서비스를 위한 공용 디렉토리 운 

영 (Public UDDI) 운영은 낮은 수치 (9.1%)를 

보여 국내 기업들은 웹서비스 확산 단계에 대 

한 대비 보다는 웹서비스 도입 단계에 주력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솔루션 공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웹서 

비스 솔루션의 주요 기능으로는 개발 지원 솔 

루션, CRM 관련 솔루션, 기업정보 포탈, 플랫 

폼 관련 기능, 협업관리, 웹서비스 기능 지원, 

ERP 관련 기능 순이었으며, CRM, ERP, 포 

탈, 협업 등 웹서비스 기능과 기존 솔루션 기능 

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솔루션이 많았다.

국내 솔루션 공급업체는 MS의 .Net과 Sun 

의 J2EE 플랫폼을 모두 활용하거나 (36.4%) 
특정 플랫폼에 기반하지 않음(13.6%)으로써 

플랫폼 의존성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Sun의 J2EE 플랫폼에 기반 

한 웹서비스 솔루션은 25.0%, MS의 .Net 플 

랫폼에 기반한 웹서비스 솔루션은 20.5%를 차 

지하였다.

플랫폼 선택 이유에 대하여 다양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35.3%), 해당 플랫폼에 대한 

전문성 보유 (324%), 기술적 안정성(29.4%), 

기업 고객이 선호하는 플랫폼이므로 (14.7%) 
순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향후 12개월 후에 지원할 플랫폼으로 

는 .Net과 J2EE 플랫폼을 모두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36.4%, J2EE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27.3%, .Net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20.5%로 현재의 지원 플랫폼 선호도와 

차이가거의 없었다.

웹서비스 솔루션 및 서비스에 적용된 웹서비 

스 표준을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허용) 국내 

기업들은 XML - SOAP - UDDI - WSDL 순 

으로 웹서비스 표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적용을 위해 

ebXML, RosettaNet과 같은 전자상거래 표준 

과 BTP 등의 프로세스 및 트랜잭션 표준의 적 

용 비율이 20% 이상을 보였다.

웹서비스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웹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점과 웹서비스에 대한 기업 고 

객의 이해 및 관심 부족(45.5%)으로 조사되었 

다. 다음으로는 웹서비스 관련 기술 및 표준의 

미성숙(25.0%)이 주요 이유로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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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웹서비스 도입 목적 (공급자 조사)

이 문항의 경우 절반 이상의 공급업체가 모름/ 

무응답으로 응답하여, 이러한 응답을 한 업체 

중 상당수는 웹서비스 솔루션의 고객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 

인 고객은 제조, 통신, 금융 분야의 기업이 대 

다수를 차지 하였다.

웹서비스 솔루션을 공급하는 공급업체들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스템 통합 및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웹서비스의 주요 도입 목 

적으로 밝혀, 웹서비스가 통합 이슈에 관한 솔 

루션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 외에 기업 웹기반 플랫폼으로의 IT 인 

프라 전이 , 애플리케이션 도입 및 유지 비용 절 

감 순으로 응답하였다.

국내 웹서비스 솔루션 공급업체의 2002년 

웹서비스 매출은 거의 미미한 실정이었으며, 

매출 비중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비중이 가장 

높고, 시스템 통합 (SI), 컨설팅, 기타 서비스 

순이었다.

2003년 웹서비스 관련 매출에 대해 국내 웹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1억〜10억원, 10억 

〜100억원, 100억원 이상 순으로 응답하였으 

며 해당 기업 규모에 비례하는 예상 매출을 보 

여주었다.

2002년 웹서비스 관련 사업의 매출을 100 
억원 이상으로 잡은 기업이 6.8%였던 것에 비 

해 2003년 예상 매출을 100억원 이상으로 설 

정한 기업은 15.9%로 나타나 2003년에 웹서 

비스 관련 매출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웹서비스 솔루션 고객 수는 5개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0개 〜 30개 미만의 

고객을 가진 업체 비율이 두 번 째로 많았다.

30.0

25.0

20,0

15.0

10,0

5.0

0.0

1) 2)3)4)5) 6)7)8)9)10)11)12) 13)

1) 웹서비스 기반의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2) 웹서비스 개발 플랫폼

3) 웹서비스 기반 EAI 솔루션

4) 웹서비스 기반 포탈 솔루션
5) 웹서비스 기반 SI 서비스

6) 모름, 무응답

7) 웹서비스 기반의 전자상거래 솔루션

8) 공용 UDDI 사업

9) 웹서비스 기반 애플리케이션 서버

10) 웹서비스 기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11) 웹서비스 관련 컨설팅 서비스

⑵ 기타
13)없다

〈그림 7> 계획중인 최우선 신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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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서비스 업체는〈그림 7〉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웹서비스에 기반한 기타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이 최우선 순위 신규 사업 

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기업용 애플리케이 

션 솔루션에 웹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여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발전시킨 것으로, 

국내 웹서비스는 연동 요구가 있는 업무 애플 

리케이션을 선택적으로 웹서비스화하고 이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인 사업 영역으로 고려하 

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8〉2003 웹서비스 전략

국내 웹서비스 업체는〈그림 8〉에서 보는 것 

처럼 웹서비스 솔루션/서비스 범위 확대와 웹 

서비스 사업 레퍼런스 사이트 확보를 가장 중 

요한 2003년 웹서비스 전략으로 응답했다. 이 

는 웹서비스 구축 및 지원 능력을 확보함과 동 

시에, 웹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해 웹서비스를 

신규 사업 기회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림 9〉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웹서비스 산 

업별 타겟 마켓은 금융 제조, 공공, 통신, 유통 

순으로나타났다.

〈그림 9> 2003년 웹서비스 타겟 마켓

영업 규모별로는 웹서비스 투자 자금 여력이 

있는 매출 1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매출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이 타겟이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웹서비스 타겟 업무 애플리케이션으로는 

통합이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기능으로서 작용 

하는 EAI, EIP, ERP 순으로 조사되 었다.

〈그림 10〉은 웹서비스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웹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하지 않는 이유를 보여 주고 있 

다. 신규 솔루션/서비스 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 

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는데 전반적인 IT 경기 

의 침처〕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웹서비스에 대한 기업 고객의 이해 부 

족과 니즈 부족도 많은 공급업체가 이유로 들 

어, 웹서비스 시장의 미성숙이 솔루션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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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웹서비스 관련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웹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하지 않는 가장 

큰이유

4.3 웹서비스 솔루션 개발 계획

(비제공 공급업체 대상)

현재 웹서비스 솔루션을 보유하거나 개발중 

이지 않은 공급업체들도 36.4%가 12개월 이 

내에 27.3%가 24개월 이내에 웹서비스를 개 

발할 것이라고 밝혀 , 63.4%의 업체가 24개월 

이내에 웹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향후 웹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인 공급 

업체들은 웹서비스 기반 포털 솔루션과 웹서비 

스에 기반한 기타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을 개발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웹서비스 솔 

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업체의 웹 

서비스 솔루션 종류와 비교해 웹서비스 기반 

포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개발될 웹서비스 솔루션 및 서비스는 

가장 많은 비율인 36.4%가 MS의 .Net 기반 

이 될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현재 보유 또는 개 

발중인 웹서비스 솔루션 및 서비스가 .Net과 

J2EE 플랫폼을 모두 활용하거나(36.4%) 특 

정 플랫폼에 기반하지 않는(13.6%) 등 플랫폼 

의존성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단일 플랫폼으로는 J2EE 플랫폼을 .Net에 비 

하여 좀 더 선호하고 있음에 반하여，향후 개발 

되는 웹서비스 솔루션은 .Net 플랫폼을 선호함 

으로써 중소규모 기업 시장을 주요 대상 시장 

으로 보고 있음을 알수 있다.

향후 웹서비스 개발 계획이 있는 공급업체는 

과반수 이상이 웹서비스 관련 기술 인력 확보 

를 2003년의 가장 주요한 전략으로 응답하여 , 

웹서비스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인력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웹서비스 솔 

루션/서비스 범위 확대를 2003년 주요 전략으 

로 꼽았다.

웹서비스 솔루션 및 서비스 비제공 업체는 

금융과 유통을 주요 타켓 마켓으로 선정하여 , 

금융과 유통 분야게서 웹서비스가 먼저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국내 웹서비스 시장에 대한 이해

국내 솔루션 제공 업체들은 국내 웹서비스 시 

장을 미국 등 선진 1T 시장의 기술 수용곡선상 위 

치와시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솔루션 제공 업체들은 MS, IBM, Sun, 
SAP 등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의 웹서비스 도 

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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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공급업체들이 웹서비스가 기업용 애플리 

케이션 산업을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줄 대안으 

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웹서비스 

열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과반수의 국내 솔루션 업체들이 중장기적 관점 

에서 웹서비스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패러 

다임이 될 것이기는 하나 현재의 웹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전망은 다소 과장되어 있다고 응 

답하고 있다. 하지만 36.4%의 업체가 이와 같 

은 웹서비스 열기가 웹서비스의 특징과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당연하다고 밝혔으며, 웹서비 

스는 얼마 안 가 사라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 

해를 가진 업체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웹서비스의 특징과 기능 및 웹서비스의 가능성 

을 인정하나 지나친 기대와 전망을 경계하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국내 솔루션 공급업체들은 2003년 하반기, 

늦어도 2004년 하반기 이후에는 국내 웹서비 

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솔루션 공급업체들은〈그림 11〉에서 보 

는 것처럼 웹서비스가 애플리케이션 통합 분야 

에 우선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내 IT 시 

장에서는 금융, 전자상거래, 제조, 유통 업종이 

우선적으로 웹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웹서비스 타 

겟 업종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국내 솔루션 공급업체들은〈그림 12〉에서 보 

는 것처럼 기업의 웹서비스 도입 장애물로 웹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인식 부족을 가 

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표준 및 상호 운용성 

문제 , 보안/인증 문제를 그 다음 장애물로 응답 

하였다. 따라서, 기업들의 웹서비스 인식이 제 

고되고, W3C, OASIS, WS-I 등의 표준화 기 

구 활동을 통해 표준 및 상호 운용성 문제 , 보 

안/인증 문제가 해결된다면 웹서비스가 더욱 

활발히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웹 서비스 우선 도입 분야

疝j 

25.0 

20.0 

15.0 

10.0 

5.0 

0.0

1） 웹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인식부족

2） 표준 및 상호운용성
3） 보안/인증 문제
4） 충重富国炯I스에 대한 전문성 부족

5） 네트워크 속도 문제

6） 모름/무응답

〈그림 12〉웹서비스도입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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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솔루션 공급업체들은 웹서비스 도입을 

위해 웹서비스 도입 필요성과 도입 효과에 대 

한 기업 고객 교육, 웹서비스 관련 보안 기술 

확보/보안에 대한 고객의 신뢰 확보, 웹서비스 

표준 확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 었다.

웹서비스확산을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을 조사한 결과 국제 표준에 국내 기업환경의 

특성 반영, 국내 환경에 적합한 웹서비스 표준 

개발 및 확산 등 웹서비스 상호운용성의 핵심 

인 표준화 활동 지원을 정부의 역할로 주문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화 기구의 활동이 공 

급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볼 때, 국내 웹서비스 공급업체가 표준화 참여 

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으나 실질적인 표 

준화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를 정부 

가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웹서비스 확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공공 UDDI 디렉토리 구축 및 운영 감독에 있 

어 정부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국내 웹서비스 공급업체들은 공공 

UDDI 디렉토리의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자 

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며, 이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웹서비스 공급업체들은 

공공 UDDI 디렉토리 운영에 있어 , 정부가 직 

접 이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보다, 이를 위한지 

침 및 매뉴얼을 제시하고, 적절한 사업자를 선 

정하여 간접적으로 공공 UDDI의 구축 및 운 

영 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국내 IT 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 업체는 .Net 
과 J2EE를 비슷한 비율로 시장을 주도할 플랫 

폼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 향후 단일 플랫 

폼이 웹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기 보다는 .Net과 

J2EE。］ 서로 경쟁하며 공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웹서비스 대응전략 및 

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 살펴 본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업과 정부를 위한 지침 

을 제시하였다. 웹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일반 

기업과 웹서비스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공급업체, 그리고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5.1 일반 기업을 위한 제안

5.1.1 웹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이해

웹서비스는 그 명칭으로 인해 정확한 의미를 

오해하기 쉽고, 그 기능과 특징이 제시하는 비 

전 때문에 웹서비스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경 

우가 많다. 그러나, 웹서비스는 다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단점 및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웹서비스를 적재적소에 구현하여 그 장점을 활 

용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면, 웹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5.1.2 웹서비스 대응방안수립

웹서비스는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동 

을 전제로 하므로, 영업 파트너도 웹서비스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상호간에 웹서비스 

기반 통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웹서비스는 도 



18 한국전자거래학회지제8권 제2호

입 시작과 함께, 영업 파트너를 중심으로 연쇄 

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2003년〜2004년부터 웹서비스 

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웹서비스를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웹서비스 도입 및 확산 시기 예측 및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웹서비스 대응방안을 수 

립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5.1.3 단계별구축

웹서비스 대응 방안 수립에 있어 단계적인 

웹서비스 도입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를 통해 기업이 웹서비스에 대해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웹서비스가 

가능한 IT 인프라를 구성해 필요시 기업 애플 

리케이션을 웹서비스로 변환할 수 있는 rr 기 

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는 

웹서비스 플랫폼 공급업체의 지원을 최대한 활 

용할수 있다.

다음 단계로는 내부 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수행해 웹서비스 기술 및 인력을 확보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실제 기업의 비즈니 

스를 모델로 하여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해 

웹서비스 적용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할 수 있 

다.

그 이후 실제 영업 파트너와 연동하는 웹서 

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웹서비스 

보안, 트랜잭션, 워크플로우 표준이 적용되어 

야한다.

마지막 단계는 개방된 시장에서 다자간 웹서 

비스 연동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는 UDDI를 적용하여 구축된 웹서비스를 확산 

하고, 새로운 영업 파트너를 찾을 수 있어 웹서 

비스의 상호 운용성 이 극대화되는 단계이다.

5丄4전자거래 업계 표준사용

기업이 우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보안, 트 

랜잭션, 워크플로우 등과 관련한 웹서비스 표 

준이 미성숙하다는 점이다. 기업 환경에 필수 

적인 이러한 요소들은 웹서비스 표준 뿐만 아 

니라 ebXMI과 같은 전자거래 표준이나 로제 

타넷과 같은 수직적 산업 표준을 사용하여 보 

완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 ebXML의 비즈니 

스 프로세스 명세 스키마나 RosettaNet의 

PIP(Partner Interface Process) 프로세스 및 

메시지를사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해, 웹 

서비스에서 부족한 협업 프로세스 개념을 강화 

하여 그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5.2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제안

5.2.1 서비스 및 솔루션의 조기 개발

국내 1T 공급업체들의 웹서비스지원 현황을 

볼때, 본격적인 국내 웹서비스시장성장시기 

는 2003년〜2004년으로 전망된다. 실제 웹서 

비스 도입보다 먼저 웹서비스 솔루션 및 서비 

스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웹서비스 

솔루션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이거나 개발할 

계획인 업체는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5.2.2 웹서비스 솔루션의 범위 확대

국내 IT 공급업체들은 웹서비스 개발 플랫폼 

과 웹서비스 제공 플랫폼 관련 제품을 중심으 

로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서비 

스 도입 초기와 구축시에는 이러한 개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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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과 제공 플랫폼이 큰 시장을 형성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웹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상호 

연동에는 웹서비스 관리 플랫폼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IT 공급업체들은 향후 웹서비스 관리 

플랫폼으로 제공 솔루션 및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5.2.3 플랫폼 공급업체와파트너쉽 강화

웹서비스 플랫폼이란 XML, 컴포넌트 기반 

애플리케이션 등 웹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 

반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포괄적이고 통합 

된 형태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말 

한다. 웹서비스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간의 일 

관된 디자인 구조를 제공하고, rr 인프라의 구 

축, 통합, 관리에 따른비용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웹서비스 솔루션 및 서비스는 대부분의 

경우 웹서비스 플랫폼에 기반한다. 따라서, 웹 

서비스 플랫폼 공급업체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 

를 구축하고 유지하여 제공하는 웹서비스 솔루 

션 및 서비스의 기능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5.2.4 기업 환경에의 표준 적용

웹서비스는 기업 환경에서 그 활용도가 더 

높다. 그러나, 현재의 웹서비스 기반 기술로는 

보안, 트랜잭션, 워크플로우를 지원할 수 없으 

며, 기업 환경에서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제 

공 솔루션 및 서비스에 보안, 트랜잭션, 워크플 

로우 표준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웹서 비스 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5.2.5 웹서비스상호운용성 동향 주시

웹서비스 관련한 여러 기구 중에, WS-I는 

웹서비스 표준을 구현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업 

체들의 모임으로 웹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보 

장하기 위한 표준의 선택과 구현 지침 등을 제 

공하고 있다〔17〕. 임의적인 해석이나 선택 사 

항의 지원 여부에 따라 상호 운용성이 저해되 

지 않도록 표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 

요하므로 이러한 기구의 활동을 주시하여야 한 

다.

5.3 정부를 위한 정책 제언

5.3.1 웹서비스 인식 제고노력

본 연구 결과 웹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이해도 증대가 웹서비스 도입 및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의 인 

식 및 이해도 증대를 위해서는 각 기업 및 IT 
공급업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아주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웹서비스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포럼 

육성 , 기술 개발 지원 등의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5.3.2 표준화지원 및 도입지침 수립

IT 솔루션 및 서비스 업계가 정부의 역할로 

주문한 사항으로 표준화 지원이 있다. 국내 기 

업들이 웹서비스 관련 국제 표준화 작업에 직 

접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 

내의 기업 상황이 표준화에 반영되고, 웹서비 

스 표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IT 공급업체의 웹서비스 솔루션 관련 경 

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표준화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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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웹서비스 표준을 적용한 시범 사업 발굴 

및 시행, 공용 UDDI를 이용한 웹서비스 확산 

정책 수립 등 업계 전반에 걸친 웹서비스 도입 

촉진 등의 임무가 정부에게 요구된다.

웹서비스 기반 강화 및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 

한 정부의 역할로 웹서비스 인식 제고, 표준화 

지원 및 확산 방안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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