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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국내 섬유의류산업의 공급사슬관리 시스템인 QR(Quick Response) 시스템 구현에 웹서비스 

기반의 ASP(WS-ASP) 모델을 제시한다. 국내 섬유의류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 

문 IT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대규모 IT ■투자여력도 없는 형편이다. ASP 모델은 소프트웨어 온 디맨드 

서비스를 저렴한 사용 수수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ASP 벤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벤 

더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WS-ASP 모델을 통해 소프트웨어 온 디맨드 서비스를 여러 특 

화된 WS-ASP 벤더에 분산시켜 벤더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ASP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여 QR 시스템에 

적절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Web service based ASP (WS-ASP) model for QR(Quick Response) system,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in the textiles and clothing industry. The Korean textiles and 

clothing industry is mostly composed of medium and small-sized companies, which are not capable of 

recruiting IT specialists and making a large scale investment in IT. ASP model not only let them 

obtain QR system at relatively low usage cost, but also take higher vendor risk due to high 

dependency. This paper argue that WS-ASP model is appropriate for QR systems by complimenting 

ASP model with lower vender risk, which results from re-integrating software-on-demand services 

distributed to several QR specialized WS-ASP vendors；

키워드 : QR시스템, 섬유의류산업, 웹서비스 기반 ASP 모델

QR System, Textiles and Clothing Industry, Web service based AS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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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섬유의류산업은 과거 우리나라 경제 

의 성장 주도산업으로서 수출확대와 더불어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80년 

대 중반 이후에는 그 비중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수출, 

고용 등에 있어서의 20()1년 제조업 내 비중이 

각각 5.81%, 6.9%, 그리고 15.39%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직도 국가경제의 주요 산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11].

신속대응(QR : Quick Response)시스템은 

섬유의류산업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유통업 

체, 의류제조업체, 그리고 섬유업체에 이르는 

확장된 공급사슬관리(SCM)시스템을 의미한 

다[6, 26, 27], QR시스템은 공급사슬상 정보 

흐름과 물류흐름의 효율화를 통하여 생산성 

을 제고시킴으로써 섬유의류산업의 국제 경 

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성공요소로 인식되 

어 왔다. 그•러나 국내 섬유의류업체의 영세성 

으로 말미암아 1990년대 초에 시작된 전통적 

인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기술 

을 활용한 QR시스템의 확산 노력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7, 8, 10, 12],

최근 EDI 기술은 인터넷의 보편화와 더불 

어 Open-ED'I, XML/EDI 등으로 발전되었 

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QR시스템의 구현 

은 네트워크 비용을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시 

스템 운영비용의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국내 

섬유의류업체는 정보기술 인력의 부족, 시스 

템 투자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QR시스 

템 도입에 여전히 수동적이다. 이는 고도의 

IT 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그리고 보다 저렴 

한 비용으로 QR 시스템을 도입 •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함을 의미한다[12].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e-비즈 

니스 모델은 응용시스템 기능을 인터넷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사용료 기반의 응용시스 

템 아웃소싱 모델이다. 단기간에 시스템 획득 

이 가능하며, 전통적 인 IT 투자규모에 비교하 

면 시스템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도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체 혹은 새로운 벤처 

기업에 적절한 시스템 획득방안으로 인식되 

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정부의 중소기 업 정보 

화 사업에도 채택되어 국내 중소기업의 ERP 

시스템 도입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1, 3], 

e-비즈니스와 확산과 더불어 기업의 전자 

조달, 공급사슬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비즈니스 모델이 e-마켓플레 이 

스이다. 吱마켓플레이스는 기업간 공급사슬 

혁신 및 자동화 모형으로 제 시되었는데, 성공 

적 인 사례도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빠르게 

확산되지는 못했다. 이는 기 업들이 각각 독립 

적인 위치에서 e-마켓플레이스에 참여함으로 

써 공급사슬 상의 관련 업체들을 e-마켓플레 

이스로 집중시킬 수는 있지만, 기업간 제휴나 

장기적 관계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 

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많았고 따라서 전체적 

관점에서 공급사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 

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ASP 모델과 동일 

하게 e-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고객기업의 벤 

더 의존도가 너무 높아 벤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XML 기반 웹서비스 기술은 인터넷을 통 

하여 응용시스템의 기능성 (functionality)을 

제공할 수 있는 'Software on Demand' 모델 



섬유 • 의류산업에서의 負(Qik R^a任) 시스템 구현을 위한 웹서비스 기반 ASP e•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 129

이다. 기업간 응용시스템과 응용시스템, 프로 

세스와 프로세스 혹은 컴퓨터와 컴퓨터가 플 

랫폼 독립적으로 연결되어 통합될 수 있다. 

웹서비스 기반 ASP 모델, 즉 WS-ASP 모델 

은 기업 내 혹은 기업간 응용시스템을 비즈니 

스 기능별로 전문화된 웹서비스 기반 ASP 사 

업자들로부터 각기 특화된 기능을 웹서비스 

를 통해 아웃소싱하고 이들을 전체적点 통 

합 • 구성함으로써 획득된다.

WS-ASP 모델은 ASP 모델과 e-마켓플레 이 

스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사용자 관점에서의 

채택 장애요인을 완화시킴으로써 사용자의 

기술 수용도(technology acceptance)를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WS-ASP 모델을 중소 섬유의류업체의 QR시 

스템 획득에 적절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 

다.

2. 국내 섬유의류산업과 QR

2.1 섬유의류산업의 특성

섬유의류산업은 크게 섬유와 의류로 구분 

되며 섬유는 다시 원사와 원단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섬유산업은 자본집약적 특성 이 

강하여 대기업 중심이다. 반면, 의류산업은 노 

동집약적 특성이 강하여 중소기업 중심이다. 

의류산업은 소규모 자본으로도 신규 진입 이 

가능하여 시장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용이한 

경쟁이 매우 심한 산업 이다. 자체적인 생산 

및 기획 능력을 보유한 의류업체는 프로모션 

업체를 포함하여 20%에 불과한 반면, 약 80% 

가 단순 하청 생산업체로서 의류업계의 영세 

성을 보여준다 [11].

고비용, 고인력 구조에 범용저가제품 위주 

의 생산 및 수출체제로 말미암아 중국, 인도 

멕시코 등에는 가격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 

고 있고 고가, 고품질 위주의 일본, 이탈리아, 

미국 등에는 품질경쟁력의 격차를 좁히지 못 

하고 있다.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 

을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생 

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사, 직물제조, 

의류제조, 유통판매에 이르는 섬유의류산업 

전체의 가치사슬 혁신이 필수적이다[2, 11],

22 QR섬유의류 산업의 공급사슬관리

1980년 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된 QR은 섬 

유• 의류• 유통 .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공급 

사슬 상의 상품 및 정보흐름을 효율화시킴으 

로써 섬유의류 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동시에 최종 소비자의 요구(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QR시스템은〈그림 1〉에서와 같이 

판매시 점 정 보관리 (POS), 전자문서 교환 

(EDI), 수요 • 유통 • 생산 데이터베이스, 

CAD • CAM 등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QR 개념을 구현함으로써 리드타임 단축 재 

고 감소 등 전체 공급사슬 파이프라인 상의 

손실을 극소화하고자 하는 기업간 전략적 통 

합정보 파트너쉽 시스템 이다[6, 7],

국내 섬 유의류산업 의 공급사슬관리 시 스템 

도입 현황에 대한 구체적 조사 자료는 문헌을 

통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의한 섬유산업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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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QR 시스템 : 섬유의류산업의 확장 공급사슬관리

대응시스템 (QRS) 구축사업 [37, 38] 등에도 

불구하고 섬유의류산업 내 QR시스템 수용도 

는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표 1> 

에서와 같이 섬유산업의 e-비즈니스*  인덱스 

(KEBIX)를 보면 다른 국내 산업과 비교하 

여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5]. 국내 

섬유의류산업의 QR시스템 도입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6, 10, 12],

① 공급망 구조의 복잡성 : 원사에서 유통까 

지 공급사슬이 다단계로 복잡하게 구성 

되어 있으며, 업종간 기업간 비정보화로 

인한 정보단절로 리드타임 단축이 저해 

되고 있음.

② 업종간 대기업과 중소기 업간 정보화 격차 : 

대기업은 수직 계열화된 협력업체와 배 

타적 이고 폐쇄적인 정보공유시스템을 구 

축하고 있으며, 영세한 중소업체는 정보 

화 기반이 열악하여 독자적 인 정보화 추 

진능력이 없음.

③ 표준화 부진 :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이 

표준화에 대해 소극적임. 표준화에 따른 

추가적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중소기업 

의 열악한 전산환경, 그리고 표준을 지원 

하는 각종 응용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표 

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④ 폐쇄적 거래관행 및 문화 : 기존 거래선 

과의 장기적 거래관계가 폐쇄적으로 유 

지되고 있으며, 프로세스 혁신과 협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보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보공유를 기피하고 있음.

⑤ 이용자의 정보화 마인드 부족 : 업무에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려는 이용자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도 부족한 형편임. 또한 중 

소업체 CEO의 정보화 마인드도 부족함.

따라서 섬유의류산업에서의 QR시스템 요 

건은 정보기술적 측면에서는 기업간 비즈니 

스 연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표준화를 촉진시

e-비즈니스는 '인터넷과 IT를 이용하여 구매-제조-유통-판매-서비스로 이어지는 비즈니스의 전 과정을 

재조정하여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계획적으로 조직된 혁신활동'으로 정의되어 확장 공급사슬관리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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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비즈니스 인덱스 연도별 추이

2002 2003 2004

전체 54.1 54.5 56.0

제조업 51.3 51.6 529 .

섬유 39.8 40.6 40.4

석유화학 63.5 61.6 61.1

1 차금속 44.2 453 49.3

기계 47.8 45.9 47.6

전자 60.9 63.7 ' 66.3

자동차 59.0 61.4 60.6

건설 48.7 50.4 53.2

통신 60.0 57.4 59.1

도소매 53.3 56.4 56.8

운수 55.2 52.3 52.6

금융 69.9 724 75.3

자료 : 산업자원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국내 기업의 e-비즈니스 인덱스 조사 보고서, 2005. 4. 15.

킬 수 있어야 하겠으며, 사용자의 정보기술 

사용 편리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겠 

다. 한편 비정보기술적 측면에서는 QR시스템 

의 전략적 활용에 대해 사용자의 이해 및 의 

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정보공 

유를 통한 기업간 파트너쉽 확립을 위해 폐쇄 

적 거래관행 및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사회문화적 요소는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인 만 

큼 기존의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이를 우선적 

으로 정보화 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 

인다.

3. 웹서비스 기반 ASP

3.1 ASP 비즈니스 모델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는 인터 

넷을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응용시스템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 

는 소프트웨어 임대사업자이다[17, 25]. ASP 

의 전문 IT 인력이 고객을 대신하여 응용시 

스템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저장장 

치 등을 구축 운영, 관리하며 고객 이 필요로 

하는 眞、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은 제공받은 

IT 서비스에 대해 사용 건당 혹은 월/연 단위 

로 사용료를 지불한다.

〈표 2〉에서와 같이 고객의 ASP 채택 요인 

과 위험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왔다[1，3, 16, 24, 25, 31, 33], 한편, 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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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ASP 채택 결정 요인

정보기술 요인 비즈니스 요인

환경변화
• 정보기술의 급속한 변화

• 정보기술의 복잡화

• 비즈니스 환경의 급속한 변화 : 

산업간 융합, 합병, 제휴

•e•비즈니스 확산

•경쟁시장의 글로벌화

문제점

• FT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유지 어려움

• IT 투자규모의 확대

• 최신 IT 획득의 어려움

•IT의 전략적 필수품화

• 시스템 생명주기의 단축 유지보수 증대

•기업내 기업간 시스템 통합

채택요인

• 응용시스템 획득 소요기간의 단축

•최신 IT의 신속한 활용

•특정 분야별 전문 IT 인력의 지원

• IT 투자 위험의 이전

•시스템 통합문제의 해소

•핵심역량에의 자원집중

•응용시스템 초기 투자비용 등 IT 

총 소유비용(TCO)의 감소

• IT 비용의 예측 가능성

• 내부 IT 인력의 효율성 향상

장애요인

• As-is 응용시스템 수용

•대기업 위주 응용시스템의 복잡성 

과 유연성 부재

• 정보보안 문제

•서비스 품질(QoS) 등 응용시스템 

성과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 특정분야 전문 ASP 벤더의 부재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능 및 

그 수준을 외부 벤더에 의존

•내부정보 누출의 위험성

• IT 지배력(governance) 상실

•ASP 벤더 의존도 및 위험 증가

•ASP 벤더 성과에 대한 검증 부족

벤더는 동일한 응용시스템을 다수의 고객에 

게 제공함으로써 응용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비용이 다수 고객으로 분산되어 규모의 경제 

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매체로 하므 

로 고객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고, 고객의 

IT 인력에 비하여 응용시스템에 대해 보다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은 응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 보수하 

는데 지출되어 야 할 예산을 마케팅 혹은 브랜 

드 구축에 집중하는 한편, ASP 벤더는 응용 

시스템 임대료로 안정적 수입원을 마련할 것 

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는 달 

리 대부분의 기업들은 비즈니스 응용시스템 

을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보유하기를 원 

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핵심 비즈니스 프로 

세스를 외부 벤더가 통제한다는 생각 자체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SP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한정된 자원을 경쟁우위 획득 

을 위한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는 반멱, 전략적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응용시스템에 ■대한 지배력 

(governance) 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단점 

이 있다.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응용시스템 호스 

팅(Hosting App.)은 ASP오1 같은 소프트웨어 

임대 모델이다. 그러나 기존의 ASP 모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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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SP 벤더가 여러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그 

소프트웨어의 제작 업체와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맺고 각 소프트웨어를 고객기업에 서 

비스하는 것이나, 응용시스템 호스팅은 소프 

트웨어 제작 기업이 개발한 전문응용 仝圧乓 

웨어를 직접 고객기업에 서비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응용시스템 호스팅은 ASP와 비교하 

여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에 대해 전문성과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 개발한) 한 

종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따라서 벤더의 지속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응용시스템 호스팅의 대표 

적 성공 사례로는 고객관계관리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salesforce.com [34], 세금 

정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Intuit사의 

TurboTax 등이 있다.

한편, e-마켓플레 이스는 전자 카탈로그, 온 

라인 경매뿐만 아니라 물류 서비스 공급사슬 

계획 및 협력 설계 등 공급사슬 활동과 관련 

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간 공급사슬 혁신 

및 자동화 모형으로 제시되었다[21, 28, 29]. 

이런 점에서 ASP 비즈니스 모델을 일부 포함 

하고 있다. 즉, 공급사슬 활동의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한 방안 등으로 e-마켓플레 이스에 

참여한다 [30, 32],

그러나 기업들은 e-마켓플레 이스에 각각 

독립적인 위치에서 참여한다. 따라서 공급사 

슬 상의 관련 업체들이 e-마켓플레 이스로 집 

중되어 구매자와 판매자를 찾기는 용이하지 

만, 기업간 제휴나 장기적 관계가 촉진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사슬의 효율 

성 이 크게 향상될 수 없다. 특히 국내 섬유의 

류업체들의 폐쇄적 거래관행과 문화는 e-마 

켓플레이스 채택을 매우 어렵게 한다. 또한 

특정 e-마켓플레이스에 공급사슬 관련 서비 

스를 의존할 경우 벤더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되며, 여러 e-마켓플레 이스로 분산할 경우 시 

스템 관리가 복잡해지고 내부 정보시스템과 

의 통합 문제가 발생하여, 중소 섬유의류업체 

로서는 선택하기 힘든 방안이다.

3.2 웹서비스

웹서비스는 PC, PDA, 휴대폰 등을 통하여 

정의된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요청받고 이를 

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이 응 

용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개입 없이도 인터넷 

을 통해 다른 웹서비스와 상호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웹서비스가 함께 통합되어 보다 

큰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작용될 수 있다[9].

웹서비스는〈그림 2〉와 같이 대화형식을 규 

정하는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웹서비스 정의어인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그리고 웹서비스 레 

지 스트리 (registry) 인 UD D【(Universal 

D escription, D iscovery and Integration) 로 구 

성되어 있는데 이들모두가플랫폼독립적인 

XML기반의 개방형 프레임 웍 이다[39, 40]. 

웹 서비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독립성

웹서비스는 차세대 응용 아키텍처인 서비 

스지향 아키텍처 (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따르는 정보기술이다.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는 모든 기능 혹은 서비스가 설 

명어로 정의되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호출 

하여 수행할 수 있는 실행 인터페 이스를 가진

salesfor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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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비스 위치

〈그림 2〉웹서비스 프레임웍

다. 각 상호작용은 다른 모든 상호작용과 독 

립적 이며 그리고 통신장치의 상호접속 프로 

토콜과도 독립적 이어서 통신시스템을 결정하 

는 인프라 컴포넌트가 인터페이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터페 이스가 플랫폼 독립적 

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운영체제의 어떤 장치를 쓰던 서 

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정보기술의 발전 속 

도가 빠르고 비즈니스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 

화하는 환경 하에서 서비스지향 아키텍처는 

표준화된 상호운영성으로 인해 효율성과 유 

연성이 높은 역동적 시스템 기반 구축을 가능 

하게 한다. 따라서 기술적 관점에서 IT 자산 

에 대한 통제력, 통합성, 그리고 재사용성을 

월등하게 향상시키며,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새로운 참여자의 프로세스를 현재의 IT 및 

비즈니스 환경에 훌륭하게 융합시킬 수 있다.

(2)통합성

웹서비스는 사람과 프로그램의 상호작용보 

다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응용프로그램의 언어와 플 

랫폼 등과는 상관없이 웹서비스를 지원하는 

전 세계의 어떤 프로그램과도 연동되어 작동 

할 수 있으며, 이는 응용프로그램의 통합 범 

위, 즉 업무 프로月스의 통합 범위가 인터넷 

을 통해 기업 내, 그리고 기업간으로 용이하 

게 확장됨을 의미한다. 결국 복잡한 공급사슬 

구조, 다양한 정보화 수준 속에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분할하고 재통합할 수 있게 하는 

정보기술이나

(3)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

웹서비스의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목표는 

핵심역량 이외의 모든 다른 기능들을 아웃소 

싱하자는 것이다. 즉 각 기업은 정보시스템 

등 비전문 분야의 여러 비즈니스 기능을 웹서 

비스 기반 ASP로 보다 효율적으로 웹소싱하 

고, 보다 많은 자원을 고객가치 창출에 중심 

적인 핵심역량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웹소싱 

은 자산 특이성이 높은 IT 자산에의 투자를 

통제하면서 IT 서비스를 획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수익률을 향상시키며, 이는 또한 

비즈니스 환경의 극변 속에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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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관리: 수요관리:

공급 계획 및 실행 수요 예측 및 계획

협력공급. 소싱 프로세스 주문접수. 청구. 결제

----------------------------------------------------->

물류 운송 및 유통

〈그림 3> QR시스템 구성요소

3.3 WS-ASP： 웹서비스 기반 ASP

우리는 앞에서 중소기업의 정보시스템 획 

득방안으로서의 ASP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서 논의하였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 

는 기술적 방안으로서 웹서비스 기술의 특성 

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면 기존 ASP 방식 

의 단점 이 웹서비스 기반 ASP, 즉 WS-ASP 

를 통해 보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완이 고 

객기업 이 WS-ASP 방식을 수용하는데 긍정 

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Hagel은 초기 ASP 

비즈니스 모델의 결점으로 인터넷상에 전통 

적 인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ASP 비 

즈니스를 구현하였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정보기술 플랫폼으로서 웹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29].

웹서비스를 활용한 공급사슬관리 시스템의 

구현은 기업간 협업, 상호 운영성 등의 관점 

에서 제시된 바 있다[14, 36], QR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계획 측면에서 수요 • 공급 관 

리시스템, 실행 측면에서 주문이행 (order 

fulfillment) 관리시스템, 소싱 및 조달 관리시 

스템, 그리고 물류 운송 및 유통 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20]. 특히 공급사슬이 복잡 

하고 고객의 수요 변동성 이 높은 역동적 섬유 

의류 시장에서 신속한 고객대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요 예측, 공급 계획 수립, 계획대 

비 실적의 모니터링, 수요 변화에 따른 목표 

변경과 이에 따른 수정 공급계획 수립 등 지 

속적 수요 • 공급 관리가 중요하다. 이들 시스 

템들이 수요 • 공급 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상호 긴밀하게 통합되어 전체 프로세스에 걸 

친 사전적 (proactive) 가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고객 주문에 대해 효과적인 주문구성 

(configuration)과 약정 (promising) 이 가능하 

며, 고객 요청에 대한 정확한 실시간 응답이 

가능하다.

3.3.1 WS-ASP 벤더의 세분화

WS-ASP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 아이디어 

는 ASP 모델을 웹서비스 프레 임 웍으로 확장 

한 것으로 웹서비스 기술을 통해 ASP 서비스 

가 비즈니스 기능적으로 보다 전문화되어 세 

분화되어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웹서비 

스 기술의 플랫폼 독립성, 통합성 등의 특성 

으로 인하여 세분화된 ASP 서비스가 용이하 

게 다시 연결되고 재통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그림 4〉는 고객과 수요 

공급관리, 소싱 및 조달. 주문이행, 물류 운송 

및 유통 등으로 세분화된 WS-ASP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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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고 있다. 고객은 전문화된 각 WS- 

ASP 벤더로부터 이들 세분화된 하위시스템 

을 획득하고 이들을 통합하여〈그림 3〉과 같 

은 전체 QR시스템을 획득하게 된다.

웹서비스 기술로 인하여 세분화된 서비스 

의 재통합이 기술적으로 용이하다고 할지라 

도 이러한 서비스 세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동인은 무엇 인가? WS-ASP 벤더의 세분화는 

웹서비스 기술의 통합 용이성을 기반으로 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1) 공급측면

WS-ASP 벤더의 입장에서 보면, 주어진 자 

원 하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느 한 분야로 

전문화하고 특화함으로써 소프트웨 어 품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생산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곧 응용시 

스템 서비스의 제공비용 절감과 더불어 대고 

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소프트 

웨어 개발 분야의 전문화로 응용시스템이 제 

공하는 비즈니스 기능의 범위는 축소되나, 집 

중을 통한 저비용 고품질의 서비스, 그리고 

경쟁기업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를 통해 고객 

범위는 확대될 것이다.

한편, 소프트웨 어 개발 분야의 전문화, 소프 

트웨어 모듈의 통합 용이성은 모듈의 범위를 

비즈니스 기본기능 단위로 축소시키게 되고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를 실질적으로 축 

소시킴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어 신규 WS- 

ASP 벤더의 시장진입을 촉진시킨다. 이는 

WS-ASP의 독점 가능성을 낮추며, 주어진 비 

즈니스 기능에 대해 다수의 WS-ASP 벤더가 

존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전문화된 소프트웨 

어 모듈을 개발하는 여러 신규 벤더들과 더불 

어 이들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 

합 벤더(aggregator)들도 생겨날 것이다.

(2) 수요측면

WS-ASP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저비용 고품 

질의 소프트웨어가 상호 통합성 이 높기 때문 

〈그림 4> WS-ASP 벤더의 전문화 •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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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체 응용시스템 기능을 여러 전문화된 

WS-ASP 벤더들의 서비스를. 조합하고 통합 

하여 획득할 수 있다. 즉 응용시스템 서비스 

를 여러 벤더로 분산시킬 수 있다. 이는 개별 

WS-ASP 벤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IT 지배력 상실을 완화시키는 한편, WS-ASP 

벤더 관련 다양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전의 ASP 비즈니스 모델이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기업의 중요 자산인 IT 

자산을 모두 외부 벤더에게 통째로 맡길 수는 

없다는 점이었다. IT 지배력 회복은 저비용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WS-ASP의 

세분화에 대한 긍정적 요인이다. 통합 용이성 

의 전제 하에 분산에 의한 IT 지배력의 회복 

에 의한 편익은 재통합에 소요되는 추가적 통 

합관리비용보다 크다[19, 24, 31],

3.3.2 WS-ASP 비즈니스 모델

기존의 ASP 모델은 모든 정보와 프로세스 

가 ASP 업체에 집중된, 고객과 ASP 벤더가 

완전 커플링(tight-coupling)된 형태이다. 따 

라서 고객 입장에서 보면, ASP 업체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게 되어 유연성이 감소하고 

시스템 위험도 증대하게 된다. 그러나 WS- 

ASP의 경우 고객이 다수의 WS-ASP 벤더와 

부분 커플링 (loose-coupling) [23] 됨으로써 고 

객의 선택의 폭이 비즈니스 단위기능별로 다 

양화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형 

태의 QR시스템 모델 개발이 가능해진다.

WS-ASP 비즈니스 모델의 참여자로는 응 

용시스템 서비스를 공급하는 WS-ASP 벤더, 

데 이터 센터,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 공급사 

슬 상의 기업고객 등을 들 수 있다.

① QR 응용시스템 WS-ASP 벤더 : WS- 

ASP 벤더는 기본적으로는 자체 개발한 

웹서비스 기반의 QR 시스템 소프트웨 

어 컴포넌트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WS-ASP 컴포넌트벤더와 이들 컴포넌 

트 공급자들의 서비스들을 함께 통합하 

여 제공하는 WS-ASP 통합벤더 

(Aggregator)로 구성된다.

② 데 이터 센터 : WS-ASP가 직접 데 이터 

를 관리할 수도 있고 고객 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으며, 외부 데 이터 센터에 

데 이터를 두고 관리할 수도 있다. 그러므 

로 개념적 차원에서 개별적 참여자로 분 

리하여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 : 인터넷의 안 

정성과 보안성과 관련된 네트워크 서비 

스를 제공한다. 시스템 보안은 고객기 업 

의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인 

터넷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동 

시에 이들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가 여 

러 WS-ASP를 함께 통합하여 제공하는 

Aggregator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도 

있다 [18].

④ 공급사슬 상의 기 업고객 : 확장 공급사 

슬상의 유통업체, 의류 제조업체, 원단 

업체, 원사업체 등을 포함한다.

WS-ASP 비즈니스 모델 이 제공하는 고객 

가치로는 ① 벤더 의존성 및 벤더 리스크의 

분산, ② 벤더의 전문화에 의한 저렴한 가격 

(사용수수료에 고품질 서비스 제공 ③ 시스 

템 업데 이트 및 유지보수 지원 향상, ④ 벤더 

에 대한 신뢰성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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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더 리스크

〈그림 5> WS-ASP 비즈니스 모델

3.3.3 Pull형 정보공유 모델

지금까지 공급사슬에 있어서의 정보흐름은 

공급사슬 실행 측면에서의 푸쉬(push)형의 

정보전달이 주를 이루었다. 즉, 주문이행 프로 

세스에서 상품 주문, 대금 청구, 결제 통보 등 

의 일련의 거래처리 관련 전자문서 전달이 그 

예 이다. 그러나 공급사슬 계획 즉면에서는 공 

급자 혹은 수요자기"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는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 갱신시켜 놓으면, 거 

래 상대방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그 정보를 

요청하여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풀(pull) 

형의 정보전달 체계가 보다 효과적이다. 즉 

풀형의 정보공유 모델은 정보 수요자의 정보 

요청에 대해 정보 생성자가 웹서비스를 통해 

요구된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의류제조업체는 각 패션유통업 

체의 판매현황 정보를 정확하게 조회함으로 

써 각 상품에 대한 수요변화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곧바로 생산 스케줄 

에 반영할 수 있다. 패션유통업체도 현 주문 

처리상태, 재고상태, 혹은 향후 생산 스케줄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면 보다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표 3〉은 기존의 ASP, 

e-마켓플레이스 모델과 비교한 WS-ASP 모 

델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WS-ASP 모 

델은 정보기술 관점에서 플랫폼 독립성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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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SP, e-마켓플레이스, WS-ASP 모델 특성 비교

ASP e■마켓플레이스 WS-ASP 1

웹 소싱 예 예 예

핵심역량 집중 예 예 예

적용 범위 내부 (ERP) 기업간(SCM) 내부(ERP), 기업간(SCM)

벤더 전문성(특화) 보통 보통 높음

벤더 지속가능성 낮음 낮음 보통

고객의 벤더 의존도 집중 집중 분산 가능

고객의 벤더 위험성 높음 높음 분산 가능

플랫폼 독립성 낮음 낮음 높음 (SOA)

시스템 통합성
높은 내부 통합성 

낮은 외부 통합성

낮은 내부 통합성

높은 외부 통합성
높은 내 . 외부 통합성

스템 통합성 이 높은 웹서비스 기술을 기반으 

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스템과 차별화 된 

다. 또한 대부분 중소기업체로 구성된 섬유의 

류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구상된 섬유의류 

산업의 QR시스템 획득방안으로 제안되었지 

만 적용범위는 기업 내부(ERP) 및 기업간 

(SCM) 시스템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 

나 WS-ASP 벤더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범위에 

서 폭 넓은 응용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아니라, 매우 특화되고 전문화된 자체 기 

술력으로 개발 • 소유하고 있는 응용시스템 

모듈만을 웹서비스로 제공한다. 따라서 벤더 

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력 이 높고 지속가 

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고 

객은 여러 WS-ASP 벤더들로부터 제공되는 

특화된 시스템 모듈들을 통합하여 전체 응용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벤더 의존 

성을 낮출 수 있으며, 따라서 각 벤더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4.구  현

본 연구에서는 WS-ASP 모델에 기초하여 

프로토타입 QR 시스템을 구현함에 있어서〈 

그림 6〉과 같은 사례를 구현하여 보았다. 즉

① 패션유통업체는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현 

황 정보가 실시간 갱신

② 의류업체는 각 패션유통업체의 매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조회 (Pull 기반의 정보공유)

③ 기존 수요예측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수 

요변동예를 들어 수요증가) 인식.

④ 공급을 증대시켜야 할 경우, 재고관리 시 

스템에 재고 계획을 조회하여 재고로써 

수요증가를 충당할 수 있을지 결정

⑤ 기존 재고로 수요증가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생산관리 시스템에 생산량 증대 가 

능성을 조회

⑥ 생산관리 시스템은 원자재 공급업체의 

재고를 조회하여 원자재 조달 가능 수량 

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생산량 증가량을



140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1권 저］1호

〈그림 6> WS-ASP 사례

의류업체 패션유통업체 의류업체 의류업체 의류업체 원단업체
수요공급볘

판매관리 수요예측 재고관리 생산관리 재고관리

:WS-ASP WS-ASP WS-ASP WS-ASP WS-ASP WS-ASP

의류업체

〈그림 7> 예제 Sequence 다이어그램

결정하여 수요공급관리 시스템에 통보 이크로소프트의 .NET 프레임웍 하에서 C#

⑦수요공급관리  시스템의 공급계획 수정. 으로 개발하였으며, 데 이터베 이스관리시스템

본 예제에 대한 프로토타입 개발환경은 마 은 MS SQL Server 2000을 사용하였다.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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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프로토타입 구현을 통하여 WS-ASP 모 

델이 적절한 비즈니스 기능별 컴포넌트로 구 

현되었을 때,〈그림 7〉과 같이 분산되어 있는 

컴포넌트 기능들이 pull 형의 정보공유 모델 

을 기반으로 재통합되어 하나의 응용시스템 

으로 작동됨을 보였다.

5.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섬유의류산업에서의 QR 

시스템 획득을 위한 웹서비스 기반의 ASP e- 

비즈니스 모델, 즉 WS-ASP 모델을 제시하였 

다. ASP 모델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ASP 

벤더에의 높은 의존성, 높은 구속성(lock-in), 

낮은 신뢰(trust) 등은 ASP 채택에 커다란 장 

애요인이었다. WS-ASP 모델은 웹서비스 기 

술의 인터넷 표준성, 플랫폼 독립성, 통합 용 

이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업 응용시스템 

을 비즈니스 기능별로 적절하게 분해하고 분 

산된 기능별 컴포넌트 서비스를 재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 기초를 둔다.

ASP 벤더의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가 제공 

되는 개별 비즈니스 기능을 보다 전문화함으 

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컴포넌트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함 

으로써 고객의 범위는 확대시킬 수 있다. 이 

들 컴포넌트 서비스들을 발견하고 고객의 요 

구에 맞추어 통합하며 네트워크 보안 등 부가 

가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를 ASP 

통합사업자(aggregator)라고 한다. 고객의 입 

장에서 보면, 여러 ASP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를 제공받음으로써 벤더에 대한 의존성, 구속 

성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벤더 위험 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유사한 단위 비즈니스 기능을 제 

공하는 ASP 벤더가 다수라고 가정하면 상대 

적으로 상당 수준 낮출 수 있다.

본 연구는 XML 기반의 웹서비스 기술을 

활용한 QR시스템의 e-비즈니스 모델로 WS- 

ASP 모델을 정의하고, 그 타당성과 가능성 

(feasibility)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IBM 

의 소프트웨어 온 디맨드로의 비즈니스 전략 

의 변화, 고객관계관리(CRM) 시장에서의 

Salesforce.com의 부각 등 이러한 가능성 이 현 

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22]. 따라서 국내 

섬유의류산업의 특성에 따라 중소 섬유의류 

업체의 QR시스템 획득을 위해서는 WS-ASP 

모델에 기초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기능을 제 

공하는 웹서비스 ASP 벤더들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동일한 논리로 기업 내부 통합정보시스템 

인 ERP의 경우에도 WS-ASP 모델 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섬유의류산업의 QR시스템뿐만 아 

니라 대부분 산업의 SCM시스템 획득에도 적 

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WS-ASP 모델은 

영세 중소기업체의 유력한 정보시스템 획득 

방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되며, 영세 중소 

기업체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WS-ASP 벤 

더의 신뢰성이 축적될 수 있다면 대기업체로 

까지 점차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국내 섬유의류산업에 

서의 QR시스템 획득을 위한 WS-ASP 모델 

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중소 섬 

유의류업체의 신기술 채택 여부를 실증적으 

로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점 이다. 특히 신기술 

채택에는 기술적,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폐쇄 

적 거래관행, 정보공유에 대한 부정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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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문화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사회문화적 요인을 반영한 사용자의 기 

술혁신 수용태도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WS-ASP 모델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능을 제공 

하는 다수의 WS-ASP 벤더가 시장에 진입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정부의 적극적 

인 WS-ASP 육성정책 없이는 이는 상당히 오 

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 

책적 실행방안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 

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점은 향후 연구를 통 

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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