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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bXML 국제표준안의 완성
김 민 식*

Ne ws
차세대 인터넷 전자상거래 문서인 ebXML(e-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 국제표준안
이 완성됐다. 이에 따라 국내외 다양한 업종별 e마켓플레이스가 상호 연동할 수 있게 됐고, 글로벌 e
마켓플레이스로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이 급류를 탈 전
망이다. 지난 5월 11일 개최된 ebXML 비엔나회의 제7차 총회에 상정된 주요 7개의 ebXML 명세가
만장일치로 승인돼 ‘ebXML’ 1단계 안이 완성되었다.

P lus
1. ebXML의 이해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효시는 전자문서교환(EDI)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적 EDI는 EDI 소프트
웨어 폐쇄성, 과다한 도입 및 운영비용 탓에 중소기업이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전통적 EDI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는 차세대 EDI 기술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진전
되면서 새로운 통신 수단이 된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언어로 떠오른 것이 XML2)이다.
XML은 인터넷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져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내재돼
있고 EDI의 VAN3)과는 달리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별
도 데이터 및 문서 포맷을 적용해온 다양한 기업 정보시스템을 단일하게 묶어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문서 포맷 신기술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XML기반 솔루션이 대량 출시됐으며 기종이나 제품에
*정보통신산업연구실 연구원·E-mail : kimmin@kisdi.re.kr
1)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기업간의 거래에 관한 데이터, 문서를 표준화하여 컴퓨터 통신망으로 거래당사자의 컴
퓨터 사이에서 직접 전송, 수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서류의 작성과 발송, 서류정리 절차 등의 번거로운
사무처리가 없어지고 처리시간의 단축, 비용의 절감 등의 유통이 신속, 원활하게 된다.
2)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96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제안한 것으로 기존 HTML과
SGML이 갖는 단점을 보완해 웹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가능하도록 설계된 확장성 언어다.
3) Value-Added Network : 부가가치 통신망으로 통신 서비스의 일종, 서비스 업자가 순수 통신업자(예를 들면 한국통
신)로부터 통신 회선을 빌어와서 이를 컴퓨터와 결합하여 정보의 축적, 처리 ,수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보 통신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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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상호간 연동을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단일 표준인 ebXML 개발 작업이 99년 말부터 시작됐
다. ebXML은 오아시스(OASIS4))와 유엔세팩트(UN/CEFACT5))가 XML기반의 전자거래 단일 국제
표준을 공동개발키로 합의함에 따라 생겨난 컨소시엄(http://www.ebxml.org)으로 양기구의 전문가
들이 99년 11월 미국의 새너제이에 모여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고 2000년 2월 올랜도에서 2차회의
가 개최됐다. 이 기구의 사업 목표는 전세계 단일 전자거래시장 구축을 위한 XML기반의 개방형 인
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와 기관으로는 커머스원, 오라클, 선, IBM,
아리바 등과 전세계 130여개 국제단체 전문가들이다. 이 기구의 사업 목표는 전세계 단일 전자거래
시장 구축을 위한 XML기반의 개방형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음성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듯이 컴퓨터 시스템간 통신을 위해서도 승인된 일련의 표준이 마련돼
야 한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표준은 서로 다른 시스템간 정보를 원활히 유통시키도록 하는 기반 기
술이다. 인터넷 시대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표준으로 자리잡아 가는 ebXML표준화에 많은 관심이 필
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2. XML을 이용한 BtoB 전자상거래 표준 현황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표준으로 발전해온 XML은 W3C(Worldwide Web
Consortium)가 이미 표준으로 채택한 것이지만 XML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는 아직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XML이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표준언어로 부상과 함께 해외 주요
솔루션 업체들은 BtoB 통합을 위한 관련 표준으로 다양한 기술포럼과 협의회(CommerceNet,
CommerceOne, OASIS, UN/CEFACT, RosettaNet 등)를 통해 XML 거래 표준화 규약을 선도하며 입
지 다지기에 전력하고 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XML 거래 표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 CommerceNet의 eCo Framework,
ⅱ) 카탈로그 소프트웨어나 사업규칙, 사업시스템에 관한 메타데이터, 메시지와 양식을 위한 소프
트웨어를 기술하는데 사용하는 XML 기반의 공통 상업언어로 CommerceOne에서 제안한
xCBL,
iii) 서로 다른 시스템과 프로세스 정보를 하나의 통일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결합하기 위한 프레
임워크인 Microsoft의 BizTalk

4) 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 세계정보교환표준컨소시엄으로 XML 표준화
추진 민간기구
5) United Nations Center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 유엔 산하의 국제 전자문서 표준 제정기구인
유엔전자거래 및 무역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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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Ariba가 제안하고 운영자원관리(ORM)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참여하는 몇몇 업체들이 지원
하는 기술로, 인터넷상의 콘텐츠와 트랜잭션 교환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적인 cXML
v) 인텔 시스코 GE 등 주요 다국적 기업(약 350개)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정보 표준화를 위해 구매, 조달, 발주, 판매 등 EC 관련 표준 업무 프로세스 및 인터페이스 개
발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RosettaNet
vi) 확장형표기언어(XML) 기반 전자상거래 솔루션이 서로 다른 기술사양과 용어 작업순서 등으
로 만들어져 데이터 호환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연합 산하 기구인 유엔전
자거래 및 무역진흥센터(United Nations Center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와 차세대정보표준기구(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가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ebXML(e-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인터넷 기반 전자상거래 데이터교환)

3. ebXML표준 전망
XML 솔루션의 경우 표준에 근거해서 개발돼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ebXML은 UN산하의 국제적
인 표준화 기구 이 주도를 하고 있어 국가 내 거래뿐만 아니라 국가간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새로
운 표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UN과 유저그룹인 오아시스가 혼란스러운 전자상거래 표준화문
제를 해결코자 ebXML 표준화를 추진하자 코프레임워크(eCo Framework), xCBL 로제타넷
(RosettaNet), 비즈토크(Biztalk), cXML 등 이 분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온 각
종 기업이나 단체들의 규격들이 주춤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서로 다른 대응태도를 보여왔다. 그러
나 이번 표준안 마련을 계기로 IT업체들은 표준화경쟁 대신 ebXML 규격을 지원하는 호환성을 지닌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B2B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Microsoft는 BizTalk에 ebXML 지원기능을 추가하고 세계시장선점을 기대하고 있으며, 전자업종 표
준거래 체계로 급부상하고 있는 RosettaNet은 UN이 지정하고 오아시스가 공조한 전산업의 표준거래
체계인 ebXML과의 제휴를 전격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거래 표준자리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
온 표준화 체계는 ebXML을 중심으로 상호 협조 보완하며 공존하는 시대를 맞게 됐다. RosettaNet
글로벌의 제니퍼 해밀턴 CEO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로제타넷 파트너 콘퍼런스에서 데
이터 전송표준 분야에서 ebXML과 서로 공조 및 장점을 호환 사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휴안
을 전격 발표했다. 따라서 로제타넷은 첨단 산업에서 제시하는 복잡한 요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
즈니스 프로세스의 표준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모든 공급망에 걸쳐 ebXML과 상
호 운용성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B2B 시장에서는 산업자원부가 ebXML을 국가 표준체계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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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정도로 가장 널리 알려진 거래체계며, RosettaNet은 올해 들어서 전자업종의 실질적인 표준으
로 급부상하여 B2B산업 표준을 놓고 양진영간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국내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로자타넷(Rosetta Net)을 통해 반도체 분야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Ana lys is
확장성표기언어(XML)가 인터넷 국제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관과 관련업체는 최
신 기술 습득에만 관심있을 뿐 국내 실정에 맞는 표준 제안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왔다. 따
라서 차세대 인터넷 기술흐름을 좌우하게 될 XML분야에서 기술 종속을 우려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음결제나 외상, 리베이트 거래 등 국내 환경에 적용되는 거래 관행에 대한「한국형 표
준」을 위한 구체적인 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 세계표준을 남보다 빨리 입수해 솔루
션을 개발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세계 표준 제정과정에 국내상황에 맞는 표
준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으로 국내업계와 정부는 대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 이를 통해 거둔 성과를 국내 산업
계에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시점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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