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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e-비즈니스 관련 기술은 과거 10여 년간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여왔다. 본 연구에서는 e-비즈니스 관 

련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여 나갈는지 e-비즈니스 관련 기술 개발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조망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e-비즈니스 기술의 분류 체계들을 종합하여 개선하고 이를 새 

롭게 제시하였고 이 분류에 근거한 세부 기술들을 e-비즈니스 기술 개발 업체들을 상대로 현황을 조사하 

고 '기술 개발의 시급성' 을 비롯한 일곱 개의 항목별로 기술 평가를 하였으며 기술 평가의 결과에 근거하 

여 앞으로의 e-비즈니스 기술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로드맵이 갖는 정책적인 의 

미와 방향을 논하였다.

ABSTRACT

We have experienced a revolutionary development in e-business related technologies during the last 
decade. This research is an effort to figure out and predict the direction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area of electronic business. Current e-business related technology typology has been revised 
with a tho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focus groups. An instrument was developed to measure 
experts1 perception on seven dimensions of e-business related technology. Based on this survey 
results, e-business technology roadmaps were developed and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t the end.

키워드 : 전자상거래, 기술 로드맵, e-비즈니스 기술 평가, 기술 분류 체계

e-Business, Technology Roadmap, Technology Assessment, Technology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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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인터넷이 도입된 이후 새롭게 등장한 e-비 

즈니스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 전통 산업의 대 고객 거래 및 내부 

업무 프로세스에도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4].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정보 통신(IT)시스템도 대부분 웹(Web) 기 

반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 인터넷을 활용 

한 이러한 혁신의 과정은 최근 들어 기업 외 

부로도 확장되어 조달, 생산, 영업 등 기업 활 

동의 전 가치 사슬에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 

다. 또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 통신 산 

업에 생물 산업 가전 산업 등의 연구 성과물 

들이 접합되는 이른바 컨버전스(Convergence)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존 유선 통신에 

국한되었던 거래 당사자간 의사 소통이 무선 

영역으로 급속히 전이되는 상황올 맞이하고 

있다[6,8].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업 모델 

은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5]. 이와 같이 급속히 변화하 

고 있는 e-비즈니스 산업 환경은 국내 e-비즈 

니스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업체들에게도 위기 

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짧 

은 시간 동안 비즈니스의 변모를 주도해온 e- 
비즈니스 관련 기술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변 

화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급속 

한 변화는 앞날을 내다보고 기술 개발을 해나 

가는 기술 개발 관련 업계에는 위기의식과 함 

께 도전해볼 만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e-비즈니 

스 시장 및 기술 개발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 

후 발전해나갈 방향을 조망하여 보고 차세대 

e-비즈니스 기술 로드맵을 실증적으로 작성 

하여 보았다. 본 연구는 세 단계로 진행되었 

는데 일 단계에서는 전문가 포커스 그룹을 활 

용하여 현재의 e-비즈니스 기술 환경을 종합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e-비즈니 

스 관련 기술들의 분류 체계를 새롭게 작성하 

였다.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와 기술 

계층 구조에 바탕을 둔 체계에다가 실용성의 

측면에서 가치 사슬의 분석에 따른 프로세스 

별 기술 분류 관점을 도입하여 기술 분류 체 

계를 새롭게 제시하였고 두 번째 단계로써 이 

러한 기술 분류 체계상의 기술들에 관하여 67 
개의 기술 개발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과 18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세부 

기술에 대하여 기술 개발의 시급성'을 비롯 

한 7개 항목별로 기술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 

에 따라 각각의 세부 기술들의 성숙 단계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술 

평가 결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에 근 

거하여 차세대 e-비즈니스 기술의 로드맵을 

작성하여 보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는 e-비즈니스 기술 분류 체계들을 소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위에 

서 개편된 기술 분류 체계에 근거한 세부 기 

술 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논하였고 이어서 제 

4장에서는 결과를 종합하여 e-비즈니스 기술 

의 로드맵을 도출하여 보았다. 이어서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로드맵상에 나타난 결과들 

에 관하여 정책적인 함의가 논의되었고 앞으 

로 연구하여 야 할 바를 제 시하였다.



e-비즈니스 기술 로드맵 : 필드 스터디 181

2. e-비즈니스 기술 분류 체계

기존의 e-비즈니스 기술 분류 체계는 대부 

분 정보 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들을 일차 

적으로 계층적인 구조로 인식을 하고 네트워 

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등의 계층별 분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1,2,5,9,14]. 이렇게 정보통 

신기술 자체의 계층적 관점에서 기능적/계층 

적 측면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네트워크 계 

층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계층적 분 

류 체계가 표에서 나타나듯이 e-비즈니스 기 

술 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루어져 새로 

운 기술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B2B, SCM 등 응용 계층의 다양한 기술들이 

소흘히 다루어져 있고 따라서 비즈니스 관점 

에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시 

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향후 핵심 기술을 도출 

하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는 어 

려워 보인다.

이러한 계층적 분류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 

고 최근의 기술 개발 결과와 시장 상황을 반 

영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측면의 프레임을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14,15]. 이러 

한 관점에서 본 연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써 

가치 사슬 관점을 도입하여 B2C, B2B 프로 

세스와 내부 프로세스 측면을 추가 보완한 기 

술 분류 체계를 새롭게 개선하였다. 이러한 

개선에는 미국 표준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개발하고 

있는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연구[14]와 St. Gallen 대학에서 연구되고 있 

는 비즈니스 미디어에 관한 연구[16] 그리고 

버클리 대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분류 체계를 

참고하였다[15]. 결과적으로 기존 분류 체계

〈표 1> 기존 e-비즈니스 기술분류체계들

연 구 분류 계층

Kubicek(1992) [13,14] Business Rule, Semantics, Syntax, Network Application Layer, Network 
Infra

CommerceNet( 1996) 어플리케이션, 상거래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Gartner Group (1996) 비즡너스苛롯세스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 정보구조 EC 서비스

Kalakota & Whinston 
(1998) [12]

어플리케이셜, 중개 및 데이터관리, 인터페이스 메시징, 미들웨어 서 
비스 네트워크 기반구조

Nil (1996) [17]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네트워크

임춘성 등(1997) [6] 통신기술, 정보처리기술, 프로세스 지원기술

한국전산원 (2000) [8] 시장특화 1응웅곈층, 읠반적 응용계층5 미들웬어 계층, 기박 서비스 
예증, 통신 서비스 계증, 통신 네트워크 계증, 인증/보안시비스 계증

삼성 SDS (2001) [4] 기업내부,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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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e-비즈니스 가치 사슬 측면올 보완함으로 

써 실질적인 e-비즈니스 지원 기술들을 포괄 

할 수 있으며 향후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더라 

도 이를 가치 사슬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그림 1의 개념도와 같이 

개발하였다. 개선된 e-비즈니스 기술 분류 체 

계에서는 수직적으로 기존의 기술 계층 관점 

을 수용하되, 수평적으로 e-비즈니스 가치 사 

슬과 프로세스 관점을 포함하여 통합된 기술 

분류 체계를 제시한다.

먼저 수평적으로 보면 e-비즈니스 및 전자 

상거래의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거래 프로세 

스별로 기술분류를 할 수 있는데, ① 정보수 

집 단계 (Information), ② 거 래 단계 

(Transaction), ③ 거래 이행 단계 (Fulfillment), 

④ 사후서비스 단계 (Service & Support) 등 4 

단계로 분류한다. 협업과 경영지원 기술은 전 

체 전자상거래 프로세스에 공통적으로 적용 

된다는 측면에서 별도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수직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e-비즈니스 응용 

기술 계층과 e-비즈니스 요소기술 계층, 그리 

고 IT인프라 기술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계층구조는 기존에 연구된 기술 

분류체계와 유사하다. 다만 최근 통합기술의 

중요성 이 커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프로세스 

별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통합기술 

계층을 별도로 구분하였다.

e-비즈니스 응용기술 계층과 요소기술 계 

층은 가치사슬 각 단계별로 요소기술을 분류 

하였다. 통합기술 계층은 프로세스 통합의 특 

성을 반영하여 각기 인터페이스 통합기술, 프 

로세스 및 시스템 통합기술, e-Marketplace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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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선된 e-비즈니스 기술 분류 체계와 세부 기술들

중분矛 
(부문기술)

e■비즈니스 
통합기술

인터페이스 통합 • 기업정보포털 (EIP) • 인터넷포털

Application 통합 • 기업내 어플리케이션통합(EAI) • Web Service

e-Marketplace 간 통합 •B2B인터페이스 및 프로세스 통합(B2Bi)

e-비즈니스 
응용기술

정보수집 관련
- e-Catalog • 컨텐츠관리(CMS, 신디케이션)
-KMS • EDMS

거래 관련
• 경매/역경매 •공동구매 .전자입찰
. e-Procurement , e~Marketplace
•사이버쇼핑몰 •무역자동화시스템

이행 관련 • e-Payment • e-Logistics • Web EDI

고객서비스 관련 •『Service , CRM/개인화

경영지원/관리 관련 - PDM - ERP - 전략경영(SEM) . BI - CIM/MflS

협업관련 • CPC/CPD • SCP • SCE - PRM • SRM

a 비즈니스 
요소기술

Da馆관리/교환 
/공유 요소기술

• 정보검색 • DB/Repository
■ Meta Data Modeling
・ XML/ebXML/cXML • Ontology

Data분석 요소기술 • 로그처근！/분석 • DW/DM • OLAP

프로세스 관리 요소기술 • Workflow - BPMS

지급결제 요소기술 • 전자지급결제 , 전자화폐 , Escrow

메시징 요소기술 • P2P • 메신저

보안/인증 요소기술 • 암호화 • 인증 • 보안 - 전자서명 • DRM • Biometrics

지능형 Agent 요소기술 • Semantic Web • Intelligent Agent

User Interface 요소기술 • Information Architecture • Web Usability

유무선통합 요소기술 • LBS • RFID

표준관련 요소기술
• Catalog표준 • 문서표준
• 전자상거毎표준 • 보班표준
,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

IT인프라 기술

멀티미디어 • 멀티미디어 저작 …동영상기술 • 디지털콘텐츠

DB • Query • 다중분산 DB • 객체지향 DB

S/W • 시스템 S/W • 인공지능 S/W • S/W 생산자동화

검색서비스 • Directory 검색 • 메타 검색 - 자연어검색

통신 • 초고속통신 - 무선통신 - 흠네트워킹 • VOIP , IPv6

인터페이스 •메시징패킹 인터페이스

정보보호 •공개키 •비밀키 •해쉬함수

미들웨어 • cmc - RPC • MOM • TP - OCBBA. - DOCM • EIB

개발환경
• 개발언언 (C ++, VB, JAVA)
• 개발방법론(구조적, 객체지향, CBD)
• 모델링(ERM, 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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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술로 구분하였다. IT인프라 기술 계층은 

윗단의 e-비즈니스 요소기술 및 응용기술 계 

층이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동작할 수 있 

기 위해 기반이 되는 요소기술 계층에 해당한 

다. 표2에서는 새로운 e-비즈니스 기술 분류 

체계에 따라 세부 기술들을 분류하였다.

3. 기술 평가

우선 상세한 분류에 따라 구분되고 영역이 

정해진 기술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문헌 조사 

를 통하여 시술 평가 항목들을 개발하였다 

[7,12,13], e-비즈니스 기술의 평가뿐만이 아니 

라 일반 기술의 평가에 쓰이는 항목들도 고려 

하여 기술 평가의 일곱 가지 주요 요소를〈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별하였다. 이러한 

일곱 가지 주요 평가 항목들을 위하여 5-point 

Likert scale을 개발 하였으며 이외에도 기초 

적 인 기술 조사 항목들로 같이 개발되었다.

조사 방법으로는 면접원 직접 방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평가점수를 종합하는데 사용한 

기술평가서는 기술개발업체 67개사와 및 전 

문가 평가 18개를 합쳐 총 85개였다. 기술개 

발업체의 규모는 매출액 규모로 860억원부터 

1.6억원까지 다양하였으며 평균 77.6억 이 었다. 

기 확보기술들로서는 전자입찰 및 계약 시스 

템에서부터 부품검색, e-Catalog시스템, 

XML/EDI Server, e-Catalog, 통합무역관리 

시스템, 무역EDI, e-MP, Workflow, BPM, 

B2B 솔루션, ERP, Web App. Server, TP 

Monitor, eAI, P2P기반 커뮤니케이션, ASP, 

메 일차단, e-Procuremet, EAI, Web Mail, PKI, 

셀프등기 도우미 , EIP(닷넷 기 반), 

Photographic VR Hardware, e-Procurement, 

쇼핑몰, ERP, B2Bi, e-Sales Portal, e-Catalog, 

Web기반 멀티미디어, e-Book, e-Catalog, 

Repository, 생산일정 수립, 제품설계프로세스 

관리, DRM, 워터마킹, ebXML등록저장소 

ebXML 프로세스 저작도구, 컨텐츠 배포사업 

등 다양한 원천 기술들의 확보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기술 평가 항목들의 정의

평가항목 성 의

기술실용화 단계 기술수명주기(Lifecycle)에 따른 기술 실용화 단계 평가

기술개발 시급성 均蚩J窑? 관련기술 및 비즈니스 발전도에 따른 기술개발의

선진기술대비 국내기 
술 수준

해당 기술의 선진국대비 수준 국내기술수준 평가

기술개발시 수입대체 
효과

胃算 기술의 수입현황 및 국내에서 기술개발 시 수입대체 정도

기술개발시 파급효과 해당 기솔이 개발될 경우, 관련 기술 및 비즈니스에 미치는 파급 
효과 평카

시장 성장성 해당 기술의 국내시장 규모 향후 시장규모 전망 평가

수출 제품화 가능성 界^국내업체 해외진출시 패키지 형태나, 단독제품 형태로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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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 평가결과 종합표

기술개발 
시급싱

신잔대비 
기술격차

수입대체 
효과

기술개발 
파급효과

시장 
성장성

수출제품 
가능성

실용화 
단계

합 계

e-Biz 

통합 

기술

인터페이스

EIP 0.68 0.77 0.88 0.81 0.81 0.68 0.75 0.75

인터넷포탈 0.09 0.06 0.00 0.09 0.09 0.11 0.00 0.09

App 통합
EAI 0.68 0.70 0.70 0.63 0.70 0.63 0.65 0.63

Web Service 0.79 0.79 0.70 0.86 0.81 0.81 0.84 081

—云厂MP 간통합 B2Bi 0.93 0.93 0.97 0.95 0.97 0.97 0.93

e-Biz 

응용 

기술

정보수집

e-Catak)g 0.65 0.61 0.70 0.72 0.曲 0.65 0.65 0.61

CMS 059 0.43 0.56 0.47 0.50 0.52 052 052

KMS 0.29 034 0.38 031 0.31 031 027 034

거래관련

e-Procurement 0.95 0.97 0.93 0.93 0.93 0.88 0.95 (JLSK

e-MP 0.25 0.29 031 020 0.29 031 0.27 0.29

사이버쇼핑몰 0.02 0.04 0.04 0.06 0.04 0.06 0.06 0.06

무역자동화 0.13 0.06 0.04 0.22 0.15 0.06 0.13 0.13

이행 관련 e-Lc培istics 0.90 0.90 0.84 0.72 0.81 0.68 0.75 0.84

고객서비스

e-Service 0£6 0.70 0.88 0.88 。88 ' 0.88 0.81 Q88

CRM/개인화 025 0.43 036 0.29 0.31 0.40 034 031

경영지원 
관련서비스

PDM 0.13 0.18 020 0.15 0.13 0.18 0.13 0.15

ERP 0.68 0.65 0.56 Q81 0.70 0.86 0.59 0.65

SEM 0.29 0.43 0.38 050 036 038 0.40 0.43

BI 0.22 0.18 0.15 031 0.15 0.18 022 022

CIM/MHS 0.29 029 0.20 0.22 0.15 0.18 0.22 0.27

영업관련

CPC/CPD 0.77 0.79 0.84 0.72 0.75 0.68 0.75 0.72

SCP 052 0.61 038 031 036 0.31 0.40 0.45

VMI 0.97 0.93 0.95 0.97 0.93 0.95 0.95 U느 5

CPER 0.43 0.52 038 Q31 0.36 0.15 0.40 036

PRM 0.79 0.88 0.61 0.86 0.81 0.93 0.84 0.86

SRM 0.43 034 0.38 031 0.36 0.43 0.40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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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평가결과 종합표

기술개발 
시급성 寐더;】 수얼*  체 사장 

성장성
수충제품 
가능성

실용화 
단계

합 제

e-Biz 

요소 

기술

정보수집

정보검색 0.09 0.06 0.00 0.09 0.09 0.11 0.06 0.11

DB/Repository 0.00 0.06 0.04 0.00 0.00 0.00 0.06 0.02

XML/ebXML 

/cXM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面

Data분석 로그처리/분석 0.13 0.25 0.20 0.13 0.15 0.18 020 0.20

프로세스 
관리

Workflow 0.68 0.65 Q81 0.70 0.65 0.68 0.70 U70

BPMS 0.61 0.75 0.68 0.68 0.75 0.68 0.72 U70

지급결제
전자지 급/결제 0.29 052 038 056 050 0.43 0.40 Q50

전자화폐 0.02 0.00 0.13 0.00 0.04 0.00 0.00 0.02

메시징 P2P 0.47 0.43 054 056 056 052 059 056

암호화 0.02 0.00 0.04 0.00 0.00 0.00 0.00 0.00

인증 0.40 0.25 050 031 0.45 0.43 034 038

보안/인승
보안 0.52 034 0.61 050 059 052 054 059

DRM 0.50 034 050 0.45 0.45 050 034 0.45

지~3■형

Semantic Web 0.79 0.79 0.70 0.72 0.75 0.68 0.88 Q7다

Agent/추론 
엔진

0.79 0.79 0.70 0.63 0.63 0.81 0.88 (177

유무선 
통 합

LBS 0.88 0.77 0.90 0.70 0.90 0.79 0.72 W 
__________

0.25RFID 029 0.18 020 0.15 0.15 0.18 031

표준관련
Catalog 표준 0.13 0.06 0.15 022 0.15 0.18 0.13 0.15

문서표준 052 052 0.20 050 054 0.61 059 0.52

평가대상 기술은 기술분류체계 상의 64개 

세부기술이었으며, 기술평가 종합표〈표 4〉는 

64개 세부기술에 대해 평가점수가 집계된 44 
개 기술에 대해 작성되었다. 각 세부 기술 별 

기술 평가 결과는 전체 평가대상 세부기술에 

서 평가항목별 순위로 표시하여 종합하였다. 

합계가 ］을 기준으로 환산되었으므로 ］에 가 

까울수록 일반적으로 기술의 중요도가 높다 

고 할 수 있다. 항목별 평가와 크로스 체크는 

다음의 로드맵 도출 과정에서 설명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중요도가 높은 e-비즈니 

스 관련 기술들은 B2Bi, e-procurement, VMI, 

ebXML, LBS이었다. 결과적으로 통합과 모 

바일에 현재 기술 개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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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비즈니스 기술로드맵

e-비즈니스 기술 로드맵의 작성 대상 기술 

은 현재 상용화되어 있거나, 개발 중인 기술 

은 물론 향후 기술 개발이 예상되는 세부 기 

술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앞장의 e-비즈니스 

기술 분류 체계 상의 斷비즈니스 통합/응용/ 

요소기술 24개 세부 기술 중에서 기술 평가서 

가 회수된 44개 세부 기술과 전문가들의 의견 

이 반영된 5개 세부 기술 등 총 49개 기술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특히 향후 우리 나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한 전략 

개발 기술에 대해서는 향후 기술 발전 전망과 

비전에 근거하여 기술 발전 로드맵을 작성하 

였다. 각 세부 기술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 

을 반영하여 e-비즈니스 기술 로드맵을 작성 

하였다.

4.1 세부기술별 기술성장주기（顷eYJyde）

먼저 세부기술별로 기술성장주기（Life- 

Cycle） 에 따른 기술성숙도를 조망하면 다음 

과 같다. 일견하면 쇼핑몰의 개념은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는 반면에 요소 기술에서 세만틱 

웹이나 응용기술에서 PRM, 그리고 통합 기 

술에서 web services는 새롭게 성장 국면에 접 

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합

기술

《《기蠢실용화단겨））

인터페이스통합

App 릉합 (^Web Service) Qa!)
e-MP 간 롱합

옹용

기술

정보수집 관련 App （흐她虹 （顶矿施源）

거래관由 App （흐？쯰伽 ent Jfe-MP ）（ 전차무익）

여행관련 App （쓰丝쁘）

고객서비스관련 App ［흐迎으） 씨

경영지원관리 App （의비MF町 C 히 痫X袖 ）

협업관련 App C西X通X面頭5両Y褊丫而

요소

기슬

Data 관리, 공유, 교환 （血?做岫彌以 정보斟 乂1湖岫斷厂）

D스ta분석 요소기슬 （로천鞭삭）

프로세스관히 요소기슬 （ 聃堂）（ 1物kf!핸）

지금결제 요소기슐 （진자지部깨］） C_sw
邸세장 요소기술

（日

보안/인증 요소기술

지능형 요소기倉 Semantic幟伽験邵Y Agent )

U1 요소기숳

유무선릉합 요소기슬

표준관련 요소기슬 （ C晌灿표준）

〈그림 2> Life-Cycle 별 e-비즈니스 기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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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술개발 우선 순위 분포도

다음으로는 일곱개의 평가항목중에서 향후 

기술개발의 우선 순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 

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개발 시급성과 

기술개발 이후 기대되는 파급효과를 중심으 

로 이차원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보았다. 이 

매트릭스는 전무가들이 보는 기술개발의 우 

선순위라고 볼 수 있으며 기술 개발의 우선 

순위가 네 개의 사분면으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었다.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둘 다 낮은 사 

분면은 'moderately drawing”이라고 이름하 

였고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둘 다 높은 사분 

면은 "'urgently targeted”라고 이름하였다. 시 

급성은 높으나 파급효과는 비교적 낮은 사분 

면은 'short-term cash-in"루. 명명했고 시급 

성은 낮으나 파급효과는 큰 사분면의 기술들 

은 'long-term cash-in” 으로 명명하였다. 우선 

순위는 (1) urgently targeted, (2) short-term 

cash-in, (3) long-term cash-in, 그리고 마지 

막으로 (4) moderately drawing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을 보면 기술 평가 점수에 따라 응용 

및 통합 관련 기술들을 각 사분면에 배치하였 

다. Urgently-Targeted 영역은 기술개발의 시 

급성 이 높고 기술개발 이후의 여타 기술분야 

및 비즈니스에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들을 나 

타낸다. 통합기술 부문에서는 인터넷포탈 기 

술을 제외한 B2Bi 및 EIP, EAI, Web Service 
가 기술개발 우선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그림 3> e-비즈니스 통합 및 응용기술의 기술 개발 우선 순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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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용기술 부문에서는 협업관련 어플리케 

이션인 VMI, PRM, CPC/CPD 기술들이 포 

함되었고, e-Catalog, e-Procurement 및 e- 

Service 기술이 기술개발 우선 순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ERP의 경우 기술개발 시급성 

은 떨어지는 대신 여전히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Short-term Cash-in 영역은 단기간에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술들을 나타낸다. 

SCP, SRM, CPFR, CIM/MflS 등 협업관련 

어플리케이션의 나머지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CMS의 기술개발 시급성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Long-term Cash-in 영역은 단 

기적인 시급성보다도 기술개발의 파급효과가 

큰 기술들이 분포되 어 있는데, BI 및 SEM 기 

술들이 이 영역에 속하고 있다.

Moderately Drawing 영역은 중장기적으로 

기술이 쇠퇴기에 접어들었거나, 현 단계에서 

기술개발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기술들을 

포괄한다. 이들은 대부분 초창기 e-비즈니스 

시대에서부터 각광을 받았던 기술들은 향후 

에는 다른 기술들로 대체되거나 더 이상의 기 

술적 발전이 어려운 분야를 대변한다. 통합기 

술 부문에서는 인터넷포탈, 응용기술 부문에 

서는 쇼핑몰, e-MP 및 전자무역, KMS가 속 

하고 협업기술의 발전으로 그 활동영역 이 축 

소된 PDM 기술이 여기에 속한다.

〈그림 4〉는 요소 기술들을 매트릭스에 배 

치하고 있는 데 먼저 Urgently Targeted 영역 

에 무엇보다 XML/ebXML/ cXML 기술이

〈그림 4> e-비즈니스 요소 기술의 기술 개발 우선 순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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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하고 있으며 지능형 Agent와 Semantic 

Web/Ontology가 기술개발의 시급성과 기술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및 기 

업 내 • 외부 프로세스에 기반한 Workflow 및 

BPMS, 유 • 무선에 기반한 LBS와 P2P기술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요성 이 강조되어 온 보 

안기술이 이 영역에 속해 있다.

Short-term Cash-in 영역에는 DRM, RFID 

가 포함되었고 Long-term Cash-in 영 역에는 

Catalog표준 기술, 전자지급/결제 기술이 포 

함되었다. 중장기적으로 기술적 발전이 정체 

상태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Moderately 

Drawing 영역에는 정보검색 기술 및 로그처 

리/분석기술, 보안부문의 인증, 암호화 기술 

이 포함되었다. 전자화폐와 D B/Repository 

기술 역시 기술개발 시급성 및 기술적 파급효 

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4.4 차세대 e■비즈니스의 전개와

기술로드맵

지속적인 정보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은 기 

업과 기업간의 사업 방식을 재구조화 하였고 

고객과의 관계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변화시 

켰다. 이러한 변화된 경제의 모습을 New 

economy라고 지칭하며, New economy는 머 

지 않아 더욱 광범위한 모니터링 및 탐색 기 

능을 갖춘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확산으 

로 상품 사람 및 주문 등에 관한 위치 및 상 

태 정보를 즉각적으로(instantaneously) 정확

〈그림 5> 차세대 e-비즈니스와 통합 및 응용 기술의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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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게 추적할 수 있는 Ubiquitous economy로 

확장될 것이다［4,11］.
u-비즈니스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브 

로드밴드와 무선통신 기술, 어디든 들고 다니 

거나 입을 수도 있는 다양한 단말 기술, 차세 

대 응용소프트웨어 (real time OS, Physical 

Markup Language 등) 기술들이 통합되어 쇼 

핑과 매장관리, 공급망관리(SCM)와 고객관 

계관리(CRM), 제조공정관리, 부품 및 기계 

의 유지관리, 물류, 교통, 의료 기업경영관리, 

정보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 새로 

운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u-비즈니스가 실현되면 기업의 

모든 활동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위 

치 추적 및 RFID 태그와 같은 유비쿼터스 컴 

퓨팅 기술의 사용으로 재고 추적 업무가 자동 

화 될 것이며, 자산 및 주문에 관한 최신 정보 

를 자신의 공급망에 속하는 원료 생산자나 소 

매업자 둥과 같은 다른 기 업들과 공유함으로 

써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u-비즈니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네트웍, 

단말,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되어 통합되어 

야 하며, 소프트웨어 기술은 지능화 되고 상 

호운영성 및 호환성을 바탕으로 통합되며, 기 

업간의 협업 기능과 고객관리 기능이 강조될 

것이다.

향후 기술의 전개방향은 e-비즈니스 응용 

기술은 Web Service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기 

술을 통해 어플리케이션간 데이터와 프로세 

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서비스되는 구조

2006 2QO72002 2003 20U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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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AP )( OW/OM -------------------------

(WorKWow) ( ~a>MS )-------------------------

(전자지급前 

( 전자鋼 :

Q龍이암호일3리즘)—:--------------- ；---------- X 가변길이암호알고리즘 )

(공？!키관리 기술)-------- X 멀剥스팅기관리기술 )-------f 통합케관리 기술 )

( 보언 )■—•…一 ------ ——• X컴쩍耳堂안기술, 자기촤적헝보안기§)

(血如碱稲 Arch物we/U$ab耐)一K 실시간 Multimedia 정堂허리기술-)------- ( 실감 정里 치리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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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차세대 e-비즈니스와 요소 기술의 기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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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되며, 요소기술들은 지능화, 통합화,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모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e-비즈니스 응용기술은 기업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위한 ERP와 외부의 협업과 조달, 

판매를 위한 e-Service를 중심으로 데이터와 

프로세스가 통합되는 과정 이 지속될 것이며, 

단위서비스를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이들 

을 축으로 표준화, 모듈화 되어 적용될 수 있 

도록 진화될 것이다. 기업 내외부 사용자와 

고객의 측면에서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어플 

리케이션의 통합된 서비스를 통해, 어플리케 

이션을 의식하지 않고도 자신에게 필요한 개 

인화된 서비스를 다양한 기기를 통해 받게 될 

것이다.

e-비즈니스 요소기술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할 것 

으로 보인다. 이동컴퓨팅과 지능적 환경, 통합 

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 기술 등을 중심으로 

한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이 기존 기술영역을 

확장시킬 것이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및 보안 관련 기술 등도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기술들이다.

5.결론

현재까지 밝혀낼 수 있는 기술적 상황과 기 

술개발업체의 동향, 그리고 고객 및 시장의 

요구 변화 및 전체 경저), 사회의 발전 전망을 

종합해볼 때, 향후 e-비즈니스의 발전 방향은 

u-비즈니스라고 판단된다. 일본 노무라종합 

연구소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와 시장창조' 

라는 보고서 [2] 에 따르면 현 IT산업의 정체 

는 지금까지 IT산업을 이끌던 미국식 효율화 

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고 제품혁신에 의한 u- 

비즈니스의 새로운 시장창출이 차세대 IT산 

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u-비즈니스 시대에는 부품 차원에서 시스 

템 차원으로 옮겨가는 인프라 구축을 해 야 하 

며 정확한 기술예측을 근거로 기술전략을 수 

립해야 할 필요丿卜 있다 일본의 경우는 총무 

성 산하에 유비쿼터스 전담 연구회를 두고 기 

술개발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있다. 미국의 유 

비쿼터스 기술을 주도하는 추진체는 매사추 

세츠 공대,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조지아 공과 

대학 등 대학의 연구센터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정보기술 관련 연구개발 기반이 확 

고하고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연구 

센터들이다. 이는 기초과학 기반이 확고하고 

현재까지 IT비즈니스를 선도하던 미국에 맞 

는 기술개발전략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기술 

개발전략은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 의해 기획, 조정 

되고 있다.

그렇다면 u-비즈니스를 대비하는 우리 나 

라의 기술개발전략 방향은 무엇 이 돼 야 하겠 

는가? 우리 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 이 

동통신 보급률올 자랑하고 있고 메모리반도 

체와 모바일폰은 세계 저)1위의 시장을 점유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쓰이는 기술은 우 

리 나라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 u- 
비즈니스 시대에 기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 

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합해야 하 

고 표준화 전략도 동시에 수립돼 야 한다.

u-비즈니스 기술 개발에 앞서 좀 더 신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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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 

술 개발 전략 기획 수행 단계의 항목을 하나 

하나 점검해야 할 것이다. u-비즈니스를 향한 

기술 로드맵이 하나의 나침반이나 지도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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