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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국내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 주도하에 소기업을 

상으로  성장하 다. 그러나 최근 ASP 서비스 업체의 지속  자  이용업체의 가입 

정체 등으로 ASP 산업이 침체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SP 시장 규모  시장성장

률의 BCG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핵심 서비스 군을 도출하고 이 서비스 군을 상으로 집  

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핵심 성공 요소를 악하여 ASP 산업의 활성화 

방향과 차세  ASP로 지칭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로의 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Domestic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market has been dramatically enlarged 

under government supports for last 10 years. However ASP industry recently has been 

troubled for poor performance and market saturation. In this paper, firstly I derive core 

service groups through using BCG matrix for ASP market size and growth rate and sec-

ondly generate major critical success factors using focused group interview for selected 

core service groups. Finally I would like to propose a direction of ASP industry revital-

ization based on above critical success factors and transition strategy to SaaS (Software 

as 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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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는 소

트웨어 유통방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이

라고 할 수 있다. ASP란 애 리 이션(Appli-

cation)의 기능과 연  서비스를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고객에게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이

용료 수익을 얻는 형태의 서비스를 말한다.

유사한 개념인 SaaS(Software as a Service)

와 비교한다면 ASP가 통 인 애 리 이

션을 온라인으로 체하는 것에 을 맞춘 

것이라면, SaaS는 모든 소 트웨어 역에

서 새로운 방식의 유통모델을 강조하는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

르면, 1990년  후반 경에 시작된 ASP는 

2000년 까지 미국에서만 36억 달러의 투자

를 받고 2000개 이상의 업체가 성업했으나 

불경기, 닷컴 기업의 붕괴, 그리고 규모의 경

제를 달성하는데 따른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나타냈다.

 기 ASP 사업자들은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라이센싱을 해 디자인된 기업용 

애 리 이션이 온 디맨드(On-demand) 모

델을 제 로 구 하지 못했고, 다른 소 트

웨어와의 연계와 통합 역시 어려웠다. 이와 

함께 많은 기업이 략  자산인 정보기술 

 비즈니스 애 리 이션 운용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에 항감을 보 다. 이후 ASP로 

표되는 1세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동안 

몇몇 기업은 2세 로 불리는 SaaS 개념을 

도입, 서비스상의 결 을 보완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을 확보해 사용자 변을 확

하기 시작했다.

SaaS 서비스 업체는 웹 기반 애 리 이션

을 통해 주요 비즈니스 기능에 한 직

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측정 가능한 투자

비효과(ROI)와 강력한 가치 제안 등을 제공

해 ASP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게 된다.  최

근 거의 부분의 애 리 이션이 웹으로 

환 고, 기업들이 다양한 웹 소 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매우 익숙해진데다 강력한 산 

삭감 압박 등으로 인해 비용 감 차원에서 

SaaS 모델 도입을 극 으로 고려하게 되

는 등 비즈니스 여건이 크게 달라진  한 

SaaS가 하나의 세로 떠오르게 되는 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1>의 내용은 2007년 한국정보사회

진흥원의 ASP/SaaS 백서의 소 트웨어의 

유통 패러다임이다. 소 트웨어 유통 패러다

임은 솔루션에서 패키지로, 패키지에서 ASP

로, ASP에서 SaaS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

한 변화의 주된 동인은 소 트웨어를 서비스 

에서사용하기 시작하며 기 소 트웨어 

구축의 효율성을 높이는 두가지 에서 

악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재 서비스 인 ASP 서비스

에 한 다각 인 분석  조사를 통해 성장 

가능 ASP 서비스 군을 발굴하고, 각 성장 

가능 ASP 서비스 군  상  업체에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핵심 성공 요소(CSF)를 

도출하며, 이를 공유하여 향후 ASP 산업의 

발   성장을 한 방향을 제시한다. 한 

ASP가 SaaS로 진화하기 한 안을 제시

한다. 본 논문은 사단법인 한국커머스넷이 

2008년 12월 지식경제부 주 으로 진행한 

‘ASP 보   활용증진을 한 기업 컨설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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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정보사회진흥원, ASP/SaaS 백서, 2007

<그림 1> 소 트웨어 유통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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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한국정보사회진흥원, ASP 산업 황 조사, 2008

<그림 2> ASP 시장의 연도별 매출액  성장률(단 : 억원, %)

2. ASP 산업 황

ASP 서비스는 정부의 소기업 정보화 사

업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07년 말 기  ASP 

서비스 이용업체가 95만개를 넘어서 2008년 

100만개를 넘어서는 이용업체의 양  확 를 

가져왔다. 

2007년 ASP 산업 백서에 의하면 단순 자

료 리  오피스 로그램 등 단순 사무자

동화(OA) 기능 이용업체가 6,000여개, 경 /

회계 리, 업/마 /고객 리, 보안 리 

등 기업 단일 기능 이용업체가 65만 여개, 그

룹웨어  사  자원 리(ERP) 등 기업내 

통합 기능 이용업체가 2만여 개, 입찰/조달

리, 회사간 정보 리 등 기업간 통합 기능 

이용업체가 27만여 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SP 시장규모는 정보통신부에서 2001년～

2008년 까지 추진한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

업, 업종 별 ASP 보 ⋅확산 사업, 소기업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하여 꾸 한 시장 규모

의 증가를 보여 왔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SP 시장의 

매출액은 2007년 3100억원 이상으로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여왔다. 한 <그림 3>

에서 ASP 서비스 분류별 매출 분포를 2008년 

2분기 기 으로 살펴보면 EDI, ERP, CRM, 

Security, SCM 5개 분야의 매출이 체 매출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정보사회진흥원의 2006년 ASP 산업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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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정보사회진흥원, ASP 산업 황 조사, 2008

<그림 3> 2008년 2/4분기 ASP 서비스 

분류별 매출 분포

출처：한국정보사회진흥원, ASP 산업 황 조사, 2008

<그림 4> ASP 서비스 이용업체 황

<그림 5> ASP 핵심 성공 요소 발굴 방법론

조사에 따르면 국내 ASP시장에서 사업자들이 

느끼는 시장 경쟁 정도는 공  과잉 43.4%, 

공 부족 15.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에서 2008년 1분기 기  약 100만

개 업체가 ASP 서비스를 이용 이며 2004

년 이후 지속 으로 ASP 이용업체의 성장

률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용이 집 된 

ERP, CRM, EDI 분야를 제외하고 살펴 본

다면 ASP 서비스 이용업체의 성장률 감소

세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3. 성장 가능 ASP 서비스 군 도출

ASP 핵심 성공요소 조사는 1) 재 서비

스 인 ASP 서비스의 분류 체계 조정을 통

해 성장 가능 서비스 군을 도출 하는 단계와 

2) 해당 서비스 군내 상  서비스에 한 인

터뷰를 진행 하고, 3) 결과 분석을 통해 핵심 

성공요소를 도출하는 3단계 과정을 거쳤다. 

상세한 방법론은 <그림 5>와 같다.

성장가능서비스군 도출을 해 <그림 6>과 

같이 2008년 2분기 ASP 시장규모  2007～

2008년 ASP 시장 성장률의 BCG Matrix를 

작성하여 유망 서비스 역(A)와 재 향

력 있는 서비스 역(B), 그리고 향후 성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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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서비스

현재 영향력

있는 서비스

성장 가능성

있는 서비스

<그림 6> ASP 시장 규모와 ASP 시장 성장률 BCG Matrix

분류
번호 사업자 구분 서비스 군

1 웹하드 데이터 백업

2 위험관리 리스크관리 서비스

3 통화연결음 서비스 무선통신

4 단순 자료관리/도서관 관리 문서관리 서비스

5 음악방송 및 영상매체 관리 방송서비스

6 CCTV 보안장비

7 오피스 프로그램 오피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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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웹로그 분석 웹로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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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호스팅 웹호스팅

12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13 전자지불 전자지불

14 카드 단말기 카드단말기

15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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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구분 서비스 군

17 업무관리 BPM

18 영업/마케팅/고객관리 CRM

19 사이버 교육 E러닝

20 쇼핑몰 관리/e마켓플레이스 E마켓플레이스

21 모바일 금융 서비스 e뱅킹 서비스

22 경영/회계관리/ERP ERP

23 오피스 교육 IT교육

24 그룹웨어 협업서비스

25 생산관리 MES/POP

26 의료정보 PACS

27 PC관리 PC유지보수

28 판매시점관리 POS

29 공급망 관리 SCM

30 보안관리 Security

31 아웃소싱 SM

32 단문문자 메시지 SMS

33 회사간 정보관리/EDI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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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SP 서비스 분류

능성이 있는 서비스 역(C)을 구분하 다.

ASP 시장 분류 체계는 한국정보사회진흥

원의 ASP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분류하 으

며 총 33개 ASP 서비스 군  다음 2가지 

항목을 만족하지 않는 서비스 군은 제외하

다. 해당 항목은 1) 2008년 2분기 ASP 시장 

규모가 1억 미만인 서비스, 2) ASP 서비스 

 SaaS로의 방향 환이 맞지 않는 e-뱅킹 

솔루션, EDI 등이다. 33개 서비스 군은 <그림 

7>과 같다.

선정을 한 9개 주요 데이터 항목은 <그림 

8>과 같다.

선정 결과는 분석 상 33개 ASP 서비스 군 

 총 7개의 서비스 군이 선정되었으며 1) 

재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의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유망 서비스 군에는 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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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데이터 항목

가 2005년 ~ 2008년 연도별 국내 SW 시장 규모 (단위 : 억 원)

나 2005년 ~ 2008년 SW 성장률 (단위 : %)

다 2009년 ~ 2011년 연도별 국내 SW 시장 규모 (단위 : 억 원)

라 2009년 ~ 2011년 SW 성장률 (단위 : %)

마 2007, 2008년 2분기 기준 국내 ASP 시장 규모 (단위 : 억 원)

바 2007년 2분기 ~ 2008년 2분기 국내 ASP 성장률 (단위 : %)

사 ASP 고객만족도

아 ASP 서비스 사업자 수, ASP 이용업체 수

No. 데이터 항목

가 2005년 ~ 2008년 연도별 국내 SW 시장 규모 (단위 : 억 원)

나 2005년 ~ 2008년 SW 성장률 (단위 : %)

다 2009년 ~ 2011년 연도별 국내 SW 시장 규모 (단위 : 억 원)

라 2009년 ~ 2011년 SW 성장률 (단위 : %)

마 2007, 2008년 2분기 기준 국내 ASP 시장 규모 (단위 : 억 원)

바 2007년 2분기 ~ 2008년 2분기 국내 ASP 성장률 (단위 : %)

사 ASP 고객만족도

아 ASP 서비스 사업자 수, ASP 이용업체 수

<그림 8> ASP 선정을 한 9개 데이터 항목

ASP 서비스 영역 선정 결과

유망 서비스 군
SCM

Security

현재 영향력 있는 서비스 군
ERP

CRM

향후 성장 가능성 있는 서비스 군

POS

협업 솔류션

전자세금계산서

ASP 서비스 영역 선정 결과

유망 서비스 군
SCM

Security

현재 영향력 있는 서비스 군
ERP

CRM

향후 성장 가능성 있는 서비스 군

POS

협업 솔류션

전자세금계산서

<그림 9> 선정된 핵심 ASP 서비스 군

트웨어 시장규모가 크고 ASP 뿐만 아니라 

체 소 트웨어 시장성장률도 높은 SCM, 

Security가 선정되었으며, 2) 재 시장 지

가 확립되어 있어 체 ASP 매출의 큰 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 ASP 서비스 시장으

로 확장 가능성이 큰 향력 있는 서비스 군

에는 체 ASP 시장규모와 성장률 뿐만 아

니라 소 트웨어 시장 규모도 크고, 성장률

도 높은 ERP, CRM이 선정 되었으며, 3) 

재 기본 인 시장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

래 소 트웨어시장, 정부의 방향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 을 때 잠재력이 커 향후 성

장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군에는 POS, 업

솔루션, 자세 계산서가 선정되었다.

<그림 9>에 나타난 것으로 선정된 7개 

ASP 서비스 군 에서 심층 인터뷰 상 업

체를 선정하는 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 번째는 기업의 속성으로 한국 신용

평가 신용등  B-등  이상, 두 번째는 매출 

규모로 상  업체 우선, 세 번째는 가입자 규

모로 상  업체 우선으로 심층 인터뷰를 잡

았다. 심층인터뷰 거  업체 14개를 제외한 

심층 인터뷰 상 업체에 해 일반  핵심 

성공요소 모델 하에 ASP 서비스의 특성을 

반 하여 핵심 성공 요소를 재 도출하고 측

정 변수를 명확하게 하여 이를 기반으로 인

터뷰 가능 ASP 서비스 10개에 한 심층 인

터뷰를 진행하 다. 이와 같이 도출된 핵심 

성공 요소에 해 인터뷰를 통해 측정한 조

사항목은 <그림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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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사업 추진, 2) SaaS 대비 및 플랫폼 사업자 제휴 추진

5) 개발 프로세스 효율성, 6) 개발 성과 측정기준

3) 개발 시스템 : 인원/보상/인센티브/교육훈련, 4) 개발책임과 권한

1) 경영진 비젼 및 지원, 2) 기업 전략에의 반영

6) 표준 기술 준수, 7) 기술 품질 관리 및 서비스 수준 관리

4) 기술 진입장벽, 5) 서비스 개발 주기

1) R&D 조직, 2) R&D 인력, 3) R&D 예산

5) 고객 관련 조직, 6) 고객 반응 관리

3) 시장점유 구조, 4) 고객 서비스 선택 기준 : 품질/가격/서비스

1) 시장 예측 능력, 2) 시장 성숙도

측정 변수

미래 준비 능력
미래 관련 요인

(1)

프로세스

인적 자원

리더쉽

조직 관련 요인
(6)

서비스 품질

서비스 경쟁력

R&D

기술 관련 요인
(7)

고객지향

시장경쟁강도

시장수요

시장 관련 요인
(6)

성공요인구분

1) 글로벌 사업 추진, 2) SaaS 대비 및 플랫폼 사업자 제휴 추진

5) 개발 프로세스 효율성, 6) 개발 성과 측정기준

3) 개발 시스템 : 인원/보상/인센티브/교육훈련, 4) 개발책임과 권한

1) 경영진 비젼 및 지원, 2) 기업 전략에의 반영

6) 표준 기술 준수, 7) 기술 품질 관리 및 서비스 수준 관리

4) 기술 진입장벽, 5) 서비스 개발 주기

1) R&D 조직, 2) R&D 인력, 3) R&D 예산

5) 고객 관련 조직, 6) 고객 반응 관리

3) 시장점유 구조, 4) 고객 서비스 선택 기준 : 품질/가격/서비스

1) 시장 예측 능력, 2) 시장 성숙도

측정 변수

미래 준비 능력
미래 관련 요인

(1)

프로세스

인적 자원

리더쉽

조직 관련 요인
(6)

서비스 품질

서비스 경쟁력

R&D

기술 관련 요인
(7)

고객지향

시장경쟁강도

시장수요

시장 관련 요인
(6)

성공요인구분

<그림 10> ASP 핵심 성공 요소 측정 변수

시장 세분화에
의한

업종별 특화 전략

고객 Needs 

최우선 전략

리더쉽에 기반한

인적 자원 관리

고객 요구 기반

Modularize

유망 서비스 군

SCM(1), Security(2)

현재 영향력 있는 서비스 군

ERP(3), CRM(1)

향후 성장 가능성 있는 서비스 군

POS(1), 협업 솔루션(1), 

전자 세금계산서(1)

• 건설 등 특정 업종 특화 영업 및

해당 업종 전문 지식 기반 사업

진행

• 프랜차이즈/게임/제약 등 특정

업종/ 서비스 별 특화 영업 및

해당 업종 전문 지식 기반 사업

진행

• 고객의 요구에 의한 서비스 개선

지속적 추진

• 고객별 다양한 Customizing 

요구에 대한 신속하고 빠짐없는

대응

• 고객별 다양한 Customizing 

요구에 대한 신속하고 빠짐없는

대응

• 제휴 등을 통한 기술 아웃소싱이

보안 서비스 분야에서 활발

• 상위 사업자의 경우 개발 성과

관리 및 프로세스 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 진행

• 중소 규모 조직에 맞는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한 개발 효율성 증대

• SaaS 진화를 위한 Module화 및

기술 도입 지속 진행

• Customizing 결과의 Module화를

통한 SaaS 기반으로 확대 적용

• 업종 지식과 연계 차별적 진입

장벽으로 활용

• UI, 사용자 관리 등 공통 기능에

대한 Module화 지속 진행

: 우수

<그림 11> ASP 핵심 서비스군별 핵심 성공요소 상 계

4. 우수 ASP 서비스의 핵심 성공

요소 도출

성장 가능 ASP 서비스 군  상  서비스 

업체에 한 인터뷰 결과 유사한 핵심 성공 

요소가 도출되었다. 부분의 업체는 선발 

ASP 서비스 사업자로서 업종 특화 략에 

의거 해당 세부 시장의 주도  핵심 사업자

이며, 고객 지향  조직 리에 의거 고객 신

뢰와 만족을 확보하 으며, 서비스 품질 수

을 높이는데 조직의 핵심 역량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성공 인 ASP 서비스의 공통

된 핵심 요소를 분석한 사단법인 한국 커머

스넷의 컨설  보고서(2008년 12월)에 의하

면 핵심 성공 요소는 1) 시장 세분화에 의한 

업종별 특화 략 추진, 2) 고객 니즈의 최우

선 반 , 3) 리더쉽에 기반한 인 자원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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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Computing 

SaaS (Software as a service) PaaS (Platform as a service)

ASP

소프트웨어 유통 플랫폼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

인프라 / 개발 환경 임대 서비스 포함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 개발/생산/

유통 플랫폼

SOA
Web

Service

1

2

추세 1

추세 2

SaaS 사업자의 PaaS 서비스 영역 진입 : Salesforce, Google, Microsoft (Cloud Computing을 염두에 두고)

Cloud Computing을 표방하는 사업자의 PaaS 영역 확장 : Amazon

추세 3

3

통신 및 포탈 사업자의 새로운 비즈니스로 SaaS &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진입
: KT(한), SKT(한), BT(영),  NTT(일),  AT&T(미), Google(미),  Apple(미) etc.

<그림 12> 로벌 SaaS의 주요 추세

4)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는 커스터마이징(Cus-

tomizing) 서비스 제공 등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군별 

핵심 성공요소  상 계를 기반으로 활성

화 략은 다음과 같다. 1) 업종 특화 

략：목표 업종에 한 시장 유율 확  

략을 추구하여 해당 시장의 핵심 사업자 지

 확보, 2) 고객 만족 략：고객 만족 증

를 한 고객 지원 로세스 확립으로 고객

의 신뢰를 확보, 3) 리더쉽에 기반한 인 자

원 리 략：개발성과  로세스 리에 

한 지속 인 개선, 조직 규모에 맞는 인  

자원 리를 통한 효율성 증  4) 고객 요구

기반 모듈화：SaaS 진화를 한 모듈화  

기술도입 지속 진행.

5. 결  론

ASP 서비스의 차세  서비스인 SaaS로 

진화를 한 주요한 로벌 추세는 <그림 12>

와 같은 세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 트웨어 유통 랫폼을 기반으로 개발

과 생산을 같이 가져가는 략은 세일즈포스

닷컴이 표 이다. SaaS 기반의 CRM 서비

스 제공을 통해 CRM 체 시장의 세계3  

치를 확보한 세일즈포스닷컴은 개발자  

개발업체 트 쉽 로그램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으로 소 트웨어의 개발/생산/유통이라

는 가치사슬(Value Chain)에 한 통합 

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 미디어 랫폼 기

반의 포탈 서비스 업체인 구 도 최종 사용

자(End-user) 기반의 사무용 로그램의 서

비스뿐만 아니라 기업에 한 리미엄 서비

스를 본격 으로 제공하고 있다. 오랜 서비

스 경험에 기반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가용

성을 보장함으로써 기업내 업  기업간 

업에 한 포탈 서비스와 엔터 라이즈 애

리 이션의 통합 략을 추진하고 있다.



ASP/SaaS 서비스의 핵심 성공요소 발굴에 한 연구  43

아마존은 독자 인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서버 등 컴퓨  워 

기반 인 라 주의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를 추진하면서 개방형 트  

로그램에 의한 애 리 이션 역으로 확장

하는 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

존의 AWS(Amazon Web Service)는 폭발

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련 기술의 

진입 장벽과 인 라의 속성상 특성상 후발 

주자와의 시차를 벌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의 BT, 일본의 NTT, 미국의 

AT&T 등 세계의 거  통신업체가 클라우

드 컴퓨  기반의 SaaS 시장으로 진입을 시

도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 은 통신 산업

과 유사하게 균등한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

는 가입자 기반 유틸리티(Utility)형 비즈니

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통신업체는 애 리

이션에 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련 

업체와의 략  제휴  트  로그램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 ASP 시장은 수요자와 공 자의 서비

스 내용  가격에 한 인식의 차이가 상당

히 크다. 한 ASP는 SaaS로 필연 인 진화

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서비스 내용  가격에 한 인식의 차

이를 극복해야 한다.

결론 으로 핵심 ASP 서비스를 분석하여 

도출된 핵심 성공요소인 1) 시장 세분화에 의

한 업종별 특화 략 추진, 2) 고객 니즈의 

최우선 반 , 3) 리더쉽에 기반한 인 자원 

리, 4)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는 커스터마이

징(Customizing) 서비스 제공 등은 과거의 

ASP 산업 발  단계에서 도출된 항목이다. 

따라서 미래의 ASP 산업이 SaaS로의 원활

한 진화를 해서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업종별, 비즈니스 모델별 SaaS가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SaaS의 특징인 다

 사용자(Multi-Tenant)를 지원하고 각 사

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기반 SaaS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 기술 표 을 선도하여 이용업체간의 비

즈니스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SaaS 변 확 , 

다양한 인터넷 속기기를 지원하는 u-SaaS 

(ubiquitous-Software as a Service)로 확

장해야 한다. 둘째 SaaS 련 기술 경쟁력 

강화를 한 일럿(Pilot) 기술 개발  결과

물을 개발자 오  소스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인 라를 지원해야 하며 이

러한 인 라를 통해 SaaS 랫폼의 공통요

소인 미터링(Metering), 보안(Security), 속

(Access) 리 등 해당 애 리 이션 컴포

트(Component)의 공유 체계와 개발자 오

소스 커뮤니티를 연계해야 한다. 셋째 SaaS

로의 빠른 진화를 한 우수 사례 발굴  

포상을 지원해야 하며 넷째 국내 소 트웨어 

소비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ASP 사

업자의 로벌 비즈니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

기 해 일본 ASPIC(ASP 련 산업 회)

와 SaaS 연계 비즈니스 모델 발굴 같은 

로벌 제휴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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