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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이질적인 애플리케이션간의 통합문제로 시작된 웹서비스(Web Services)가 차세대 e-비

즈니스의 기반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트너 그룹에 따르면 2005년까지 새

롭게 웹서비스 표준을 사용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수익이 2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

으며, 총 웹서비스 솔루션 시장규모는 향후 3~4년내에 2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웹서비스 관련 주요 업체인 MS, Sun, IBM 등은 웹서비스에 대한

개념설정에 초점을맞추었으나 올해들어 구체적인제품및 사업전략을발표하면서 XML 기

반의 웹서비스가 기업내 또는 기업간 통합 서비스의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대안

으로 부상하고 있다. 장소나시간, 어떤 디바이스의구애없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통합서비스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사용자의 각종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웹서비스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간략히 웹

서비스의 개념 및 사업자 동향에 대한 일반적인 웹서비스 현항 및 향후 전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웹서비스 현황

가. 웹서비스의 개념 및 특징

웹서비스란 인터넷상에서 단일한 비즈니스 또는 다수의 비즈니스 업체간의 기존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을 결합시키는표준화된 소프트웨어기술로서 이러한 표준기술을 이용해모

든 비즈니스 기능 또는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인터넷을 통한 웹서비스는

거래업체간의 이질적인 운 시스템, 이질적인 프로그램언어간의 커뮤니케이션 차이를 극복

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다.

웹서비스의 기본적인 요소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UDDI(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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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이다. XML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는

표준 양식으로 오픈 프레임워크인 웹서비스의 기반 구조를 이루고 있다. UDDI는 업체가 자

사의 웹서비스를 온라인 디렉토리에 등록·광고하거나 외부에서 웹서비스를 검색하는데 사

용되고, WSDL은 웹서비스를 정의하는 언어로서 소프트웨어 업체가 웹서비스를 기술할 때

사용되며, SOAP은 인터넷을 통해 웹서비스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UDDI,

WSDL, SOAP은 MS와 IBM 주도로 어느 정도 표준이 제정된 상태이고, WSDL(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은 호환성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림] 웹서비스의 구성요소

웹서비스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사용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연

스럽게 내부 또는 외부의 이질적인 애플리케이션간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새

로운 비즈니스 파트너간의 시스템과의 통합도 자동적으로 이루지게 된다. 또한 다양한 통신

방식에 의해 구성된 분산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고, 소프트웨어 통합을 자동화함으

로써 상호 연결된 작업을 기존에 비해 훨씬 빠르고, 유연하며, 효율적이게 해준다. 특히, 웹

서비스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 해 줌으로써 IT 및 관련 산업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 사업자 동향

웹서비스의 주요 사업자와 관련 전략 및 제품은 MS의 닷넷(.net) 전략, Sun의 썬원(Sun-

One), IBM의 웹스피어(WebSphere) 등이 있다. 현재 BEA(Web Logic), Oracle(9i),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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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oke)를비롯한 다수의업체들이 웹서비스시장에 참여하고있지만 전체웹서비스를 이

루는 구성요소 중 일부분을 사용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MS, Sun, IBM에 비해 경쟁열위에

있는 상황이다. 주요 사업자 중에 MS와 Sun은 웹서비스와 관련된 OS, 개발언어 등 각종

역에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IBM은 양쪽 회사의 장점을 포괄한 제품 개발에 힘쓰면

서 향후 웹서비스 시장에 가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체로 주목받고 있다.

MS의 닷넷(.NET) 기반 웹서비스는 운 체계는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언어인 C'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일반 소비자에서 기업 고객까지

매우 폭넓다. 최근 웹서비스 개발툴인 ‘비주얼스튜디오닷넷(VS.NET)}, 닷넷 서버를 발표하

면서 웹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닷넷을 도입하고 있는

업체들은 동양시스템즈, LG-EDS 등 SI업체들이 주를 이루며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기업

시장에서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Sun의 썬원(SunOne)은 운 체계는 자사 유닉스 운 체제인 솔라리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언어는 자바를 사용하고 있다. 썬원은 WAS, 포털서버, 디렉토리 서

버, 통합서버, 운 체제 등 각 구성요소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마친 상태이다. 썬원은

AOL뿐만 아니라 GM, 소니, NTT, 제너럴일렉트릭 등 35개 업체들이 가입한 ‘자유연합

(Liberty Alliance)’을 통해 운 되며, 향후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가 현재 2천6백여개에 이

르면서, 국내의 다음, KT 등도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BM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갖추고 있으며, MS와 함께 웹서비스 표준인WSDL,

SOAP, UDDI 등의 표준 작업에 참여하면서 이미 웹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

IBM의 운 체계는 유닉스보다 더 개방적인 리눅스, 개발언어는 자바를 사용하면서 썬원과

닷넷의 장점을 통합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IBM은 이미 다수의 기업의 웹애플리케

이션으로 사용되고 있는 웹스피어 제품군에 웹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여 웹스피어 포털, 웹스

피어 스튜디오, 웹스피어 스튜디오 워크벤치 등을 개발한 상태이다.

3. 향후 전망

웹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식버전이 발표되지 않은 UDDI와 호환성 문

제 등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향후 1∼2년 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웹서비스가 진정

한 차세대 e-비즈니스 프레임워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웹서비스 개발 업체간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웹서비스 범위, 개발언어, 다른 기업과의 연계 등 실질적인 구현 방법을

효율적으로 통합, 호환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2월 27일부

터 MS와 아이오나 테크놀로지(Iona Technologies)의 공동 주최로 30여 개의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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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모여 개최한 ‘웹서비스 상호운 성 포럼(Web Services Interoperability Forum)’

을 통해 웹서비스 구축시 사용되는 툴의 호환성을 테스트하 다. 하지만 이번 포럼에는 MS,

IBM, HP, Oracle 등이 주도로 구성된 산업 컨소시엄인 WS-I(Web Services Interopera-

bility)에 참여업체로만 이루어지고 가장 큰 대립 양상을 띄고 있는 Sun은 참여하지 않아 여

전히 상호 운 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여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개발 업체별로 상

호운 성이 없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사용한다면 웹서비스의 본래 의지인 오픈 네트워크

를 통한 이질적 시스템 통합 기능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웹서비스가 개발 업

체간의 상호운 성을 확보하고 통합된 표준화에 합의한다면 W3C 및 OASIS 등 국제적 표

준화 기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ebXML과 더불어 차세대 e-비즈니스 프레임워크로 자리잡

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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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ftel은 이동전화부문의 2개 사업자에 적용해 왔던 시장 향력(market influence:

MI) 보유사업자 지정을 철회한다는 결정을 발표하 다. 시장 향력(Market Influenc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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