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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형태의 EIP 사이트를 오픈하여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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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최근 국내에도 B2B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구축된 시스템들을 어
떻게 통합해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에 맞추어내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
며, 이에 따라 기존에 기업에서 사용하던 어플리케이션간 통합과 기업간 어플리케이션의 통
합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외 어플리케이션 통합시장의 현황
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2. 어플리케이션 통합의 개념
어플리케이션 통합은 무엇을 중심으로 통합하는가에 따라 1) 데이터 중심의 통합방식, 2)
메시지 중심의 통합방식, 3) 엑세스(Acceess) 중심의 통합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 중
심의 통합 방식은 데이터 소스의 변환을 통해 통합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메타데이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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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현재에는 데이터의 자동변환보다는 수동적 변환에 의존하여 통
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향후 XML 기반의 데이터 구축이 활성화 되면서 이를 중심으
로 한 데이터 통합 방식이 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로 기존의 DBMS업체들이
나 Data Warehousing 업체들이 데이터 중심의 통합 방법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메시지
중심의 통합방식은 어플리케이션 명령어들의 상호 변환을 통해 어프리케이션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들 미들웨어에 의해 상호 연동된다. 현재 기업의 트랜잭션 관
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방법론에 기초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
며, BEA 시스템, IBM, 썬(Sun) 등의 업체들이 대표적인 업체들이다. 엑세스 중심의 통합 방
식은 외부 시스템의 데이터나 인터페이스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의 기존 시스템과 통합하
는 방식으로, 향후 B2B를 위한 기업 상호간 연동에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은 상호간의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할 필요가 없이 통합 서버를 통해 포탈이나 외부 인터
페이스와 연동되고, 이는 전체 어플리케이션들의 작동에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취
하는 것이 특징이다. 컴퓨터 어소시에이트(Computer Associate)와 웹 메소드(webMethod)
가 전통적으로 이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업체들은 전통적인 자신들의 방법론
에 활발한 제휴와 합병을 통하여 자사의 통합 방법론을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업체가 B2B를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통합(B2Bi)을 최종 목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3. 해외 시장 전망
B2B의 중요성이 두각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던 기업들은 기존의 시스템을 최
대한 활용하고 비용을 최소로 줄이면서 인터넷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으며, 이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한 어플리케이션 통합시장의 주요 성장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향후 무선 인터넷의 등장에 따라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의 [그림]은 전체 미들웨어 시장 속에서 어플리케이션 통합시장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최근 미들웨어시장의 성장은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통합시장의 성장에 기인
한 것이며, 다른 부분의 성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IDC는 비즈니스 어플
리케이션 통합 부부을 제외한 전통적인 미들웨어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비즈니스통합 어플리케이션 관련 미들웨어 부분만이 향후 5년 동안 25.2%의 성장을
계속해 2005년에는 4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전체 미들
웨어 시장규모의 66.4%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반면 2000년에 6억 6천만달러 규모로 19.1%
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던 DB 미들웨어 시장은 2005년까지 연평균 3.9%씩 감소하여 2004
년 5억 3천만달러 규모의 시장이 되어 전체 미들웨어 시장의 8.8%만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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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트랜잭션 처리 미들웨어시장도 향후 5년간 연평균 3.2%의 감소를 계속하여 2005
년에는 3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많은 시장 감소를 나타
내는 분야는 원격 프로시저 호출 분야로 연평균 23.3%의 감수를 계속해 2005년에는 0.2%의
시장규모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해외 미들웨어 시장전망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통합 미들웨어
레거시웨어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
DB 미들웨어

객체기반 미들웨어
트랜잭션 처리 모니터
원격 프로시저 호출

자료: IDC, 2001

4. 주요 업체 현황
이처럼 미들웨어 업체들은 더 이상 엔드 투 엔드(end-to-end) 솔루션 개념만으로는 시장
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자
신들의 솔루션이 생존을 위한 임계치에 도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병을 하고 있으며, 자
신들의 솔루션들이 전체 표준화 동향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컨소시엄과 전략적 제
휴에 참여하고 있다.
오라클(Oracle)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DBMS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부전략의 일부로 미들웨어 시장을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되도
록 미들웨어 수준에서의 통합을 피하고 DBMS에서 기본적인 통합을 모두 담당할 수 있도록
제품을 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서 통합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자사의 어플리케이션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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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엔드 투 엔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오라클은 표준안
마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자신들의 DBMS 관련 메세징기술이 IBM의 MQ 시리
즈, 마이크로 소프트의 MQ 등과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BM은 오라클과 함께 통합을 위한 모든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다. 이들은 오라클
과의 경쟁을 위해서 B2B 솔루션 업체인 아리바(Ariba)와 i2 등의 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또
한 IBM은 MQ 시리즈 제품군에 데이터의 검색기능을 강화해주기 위하여 New Era of Network와 협력하는 등,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솔루션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IBM은 현
재 데이터 통합을 위해서는 DB2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프로세스 통합을 위한 제품으
로는 웹스피어(WebSphere)라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IBM의 제품들은 다른 데이터베이
스 관련 솔루션들과의 연계에 매우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어 다른 제품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시스템의 구성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오라클의 제품 구성 전략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시장에서 독점적 인터페이스의 잇점을 이용했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도 최근의 어플리케이션 통합시장에서는 개방과 상호 연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즉 마이
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이 개발하지 않은 기술적 대안들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제품과의 연계도
가능하도록 제품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통합에 있어서 실질적 표
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ODBC 등 인프라스트럭쳐 표준의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
다. 이들은 향후 모든 기술적 인터페이스간의 연결 중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도록 한다는
전략 아래 닷넷(. Net)구상을 발표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들웨어
관련 기술을 통합해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IT 커뮤니티의 중심에 선다는 전략을 가
지고 있다.
휴렛-팩커드(Hewlett Packard)는 블루스톤 소프트웨어(Bluestone Software)를 인수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통합 미들웨어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통합과 XML
문서통합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휴렛-팩커드(Hewlett
Packard)는 특히 벤처기업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SI 업체들과 웹 메소드
와 같은 다른 업체와의 협력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B2B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을 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BEA는 미들웨어 시장의 성장을 예견하고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성공한 대표적
인 업체 중 하나이다. 이들은 특히 SI 업체와 소규모 독립 소프트웨어와의 협력을 통해 자신
들의 제품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메소
드(webMethod)는 엑티브 소프트웨어(Active Software)와의 합병을 통해 데이터와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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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프로세스 관련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웹메소드는 비즈니스 통합 부분
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으나, 아직은 시장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 시장의 성장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웹 메소드는 EAI 제품군을 보유한 엑티브 소프트웨어를 인
수함으로써 현재의 고객을 확보하고 제품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 웹메소드는 아리바(Ariba), i2, 오라클, 커머스원 등과 협력하면서, 산업별 혹은 산업간
B2B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해외 주요 업체의 주요 제품 및 특징
업체명
BEA

주요제품
Tuxedo
Web Logic
MQ Series

IBM

DB2
WebSphere

Microsoft

Oracle
Hewlett
Packard
Web Method

BizTalk, Application Center
Server 2000
Microsoft SQL Server
DBMS
Oracle Application Server
e-speak
process manager
Web Method Trading
Network

특
징
CORBA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통합을 위한 미들웨어
JAVA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통합을 위한 미들웨어
메세징 인프라스트럭쳐 구성에 가장 대표적인 미들
웨어
데이터베이스 통합을 위한 미들웨어
비즈니스 프로세스, B2Bi 통합을 목표로 하는 미들
웨어
XML과 EDI 환경에서 문서간 통합을 위한 미들웨어
ODBC 표준을 지원하는 데이터 통합 미들웨어
오라클의 DBMS와 연동하여 미들웨어 기능 지원
XML 관련 통합 솔루션
비즈니스 프로세스 통합을 위한 통합 솔루션
B2B관련 통합 솔루션

반면 산업별로 특화된 통합 미들웨어를 제공하려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브로켓(Brokat)
은 금융에 특화된 미들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브로켓은 블래이즈(Blaze)를 합병함으로써 워
크플로우 엔진에 대한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젬스톤(Gemstone)과의 합병을 통해 자
바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서버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커머스퀘스트(CommerceQuest)는 마켓플레이스 관련 통합 미들웨어로 특화된 업체이다. 이들은 데이터 통합과 관련
해 DI라는 제품군을 발표했다. 이들은 DI를 통해 기본적인 솔루션의 툴을 제공하고 SI 업체
나 기타 어플리케이션 업체들과 “가상 비즈니스 공원(Virtual Business Park)”을 구성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는 특화된 솔루션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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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통합 시장의 성장은 관련업체들에게 단순한
낙관적 미래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들웨어 시장이라는 큰 맥락에서 보면 시장은
성장한다기 보다는 개편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미들웨어 업체들은 자신의 솔루션
들을 통합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 내기 위해 끊임
없이 통합과 제휴를 계속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어플리케이션간 통신에 관련
된 표준이 완성되어 감에 따라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1) 한편 미들웨어가 제공하는 통
신 기능이 OSI 스펙의 5층과 6층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신 사양에 의해 규정되고 있고, 외국
의 DBMS기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 때문에 국내 업체가 발붙일 틈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간 통합에서 데이터베이스 중심이 아닌 다른 방법론을 사용
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도 이러한 부분으로 활로를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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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지난 몇 년간 TFT-LCD업계는 전세계적인 수요 증가와 공급부족으로 기대 이상의 호황을
1) 이는 전체 미들웨어 시장의 성장이 2003년 이후에는 안정된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IDC의 예
측은 이러한 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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