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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웹통합컨퍼런스
Track A <Web 2.0>

Show me

플랫폼으로서의 웹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국내 컨퍼런스에서는 처음으로‘ Show Me’
라는 이름의

가장 큰 이슈를 낳고 있는 차세대 웹의 정의와 더불어 사용

세션을 열어 차세대 웹의 응용/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한 아

자 참여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는 국내외 주요 포털 서비스

이디어를 가진 신생 업체 또는 개인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어

전문가를 초빙하여 웹 2.0의 활용 방향 제시, 전략, 사례 등

플리케이션을 짧은 시간 동안 선보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

이 소개됩니다. 웹 1.0으로부터 웹 2.0이 등장하게 된 배경,

어 있습니다.

역사 등이 소개되며 앞으로 인터넷 업계가 주목해야 할 방향
에 대해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Track B <Mobile Web>

Tutorial

기존 무선 인터넷 환경을 초월한 이동 환경에서 접할 수 있

행사 두 번째 날에는 tutorial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 web

는 모바일 웹의 소개와 기업 모델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단

2.0에 관한 전문가의 실제 활용 노하우와 Programming

순한 모바일 단말기가 아닌 컨텐츠 생성 및 공유를 위한 디

등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바이스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과 향후 소비자뿐 아니라 노동
력, 경제, 사회의 잠재적인 흐름과 그 영향력을 판단하게 됩
니다. 상세분야로서 모바일 웹 서비스로 인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투자에 대한 효율성 및 솔루션 공급업체에 대해 소개
될 예정이므로 행사 참가자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Track C <Ubiquitous Web>
보다 더 지능적인 네트워크 융복합 디바이스로서의 유비쿼터
스 웹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에는 유비쿼터스 서비
스 컨버전스를 지원하는 인프라로서의 웹서비스의 타당성과
기술의 소개, 표준화 이슈 등을 중심으로 발표가 되며, 최근
이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서도 소개됩니다.

http://www.webxcon.com

Web 2.0이란 무엇인가?
팀 오라일리(Tim O’
Reilly)
원문 Bhttp://www.oreillynet.com/lpt/a/6228

‘웹 2.0’의 개념은 오라일리와 미디어라이브 인터내셔널에 의한 컨퍼런스 브레인스토밍 세션에서 시작되
었다. 웹 개척자이며, 현재 오라일리 부사장인 데일 도허티는 웹 2.0이 기존의 웹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며,
웹은 지금보다 더 지속적으로 중요해질 것이고, 웹은 놀랄만한 규칙성을 갖고 등장하는 새로운 응용프로
그램과 사이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브레인스토밍 세션에서는“웹에 일종의 전환점을 찍은 닷
컴 붕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까? ”하는 논의가 있었으며“웹 2.0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
이 대두되었다. 우리는 이런 의견에 동의했고, 그 결과로 웹 2.0 컨퍼런스가 탄생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웹 2.0 ’이라는 용어는 구글에서 950만 건 이상 인용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분명 어떤 위치를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의미없는 마케팅 유행어라고 비난하
는가 하면, 새로운 개념(conventional wisdom)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웹 2.0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많은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웹 2.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보려고 한
다. 초기 브레인스토밍에서 우리는 다음 예제를 사용해서 웹 2.0의 개념을 기술했었다.

웹 1.0
DoubleClick

웹 2.0
Google Adsense

Ofoto

Flickr

Akamai

BitTorrent

Mp3.com

Napster

Britannica Online

Wikipedia

Personal websites

blogging

evite

Upcorming.org and EVDB

Domain name speculation

Search engine optimization

Page views

Cost per click

Screen scraping

Web services

publishing

participation

Content management systems

wikis

Directories(taxonomy)

Tagging("folksonomy")

stickiness

syndication

■ 웹 1.0과 웹 2.0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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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플랫폼으로서의 웹
다른 중요한 컨셉과 마찬가지로 웹 2.0을 의미하는 일정한 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중력과 같은 핵심이 존
재한다. 중심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웹 2.0의 원칙들을 설명하는 사이트로 구성된 행성계(solar system)로
묶어서 원칙이나 원리들의 집합으로 웹 2.0을 그려볼 수 있다.

■ 팀 오라일리가 정리한 웹 2.0의 개념

위 그림은 오라일리 미디어의 컨퍼런스 FOO 캠프의 브레인스토밍 세션에서 만든 웹 2.0의 밈맵(Meme Map)
이다. 많은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많은 아이디어들을 웹 2.0의 중심부로부터 방사형의 형태로 나타냈다.

예를 들어, 2004년 10월 최초의 웹 2.0 컨퍼런스에서 존(John Battelle)과 나는 개회사를 통해 웹 2.0의 초기
개념들을 나열했었다. 이러한 원칙의 첫번째가‘플랫폼으로서의 웹’이었다. 플랫폼으로서의 웹은 마이크
로소프트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불꽃으로 산화환 웹 1.0 시대의 넷스케이프가 외치던 구호이기도 했다. 뿐
만 아니라, 더블클릭과 아카마이(Akamai)는 플랫폼으로서의 웹을 다루려한 웹 1.0 시대의 대표적인 개척자
들이다. 사람들은 광고 서비스(Ad serving)를‘웹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 광고 서비스는 최
초로 널리 배포된 웹 서비스였으며, 최근의 용어로 표현하면 매쉬업(mashup)이다. 모든 배너 광고는 다른
웹 사이트의 독자들에게 하나로 통합된 페이지를 전달하기 위해 두 웹 사이트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
공된다. 여기서는 넷스케이프와 구글의 사례를 통해 웹 1.0과 웹 2.0의 본질적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자.

▶ 넷스케이프 vs 구글
넷스케이프가 웹 1.0의 기수였다고 하면, 구글이 웹 2.0의 기수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넷스케이
프와 구글의 IPO(기업공개)가 각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이제, 이들 두 회사와 그 포지션을 비
교해보자.
넷스케이프는 낡은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플랫폼으로서의 웹을 구상했다. 그들의 대표적인 제
품은 웹 브라우저, 즉 데스크톱 응용프로그램이었다. 그들의 전략은 브라우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
해서 비싼 가격의 서버 제품을 위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론적으로 PC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가 그랬던 것처럼, 넷츠케이프는 컨텐츠와 응용프로그램을 브라우저에 표시하기 위한 표준을 지배하고 있
었으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시장 지배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 예상했다. 자동차가 없던 시대에 자동
차를‘말없는 수레(horseless carriage)’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차를 즐겨 온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친
밀하게 느끼게 한 것처럼, 넷스케이프에서는 데스크톱을 대체할 웹탑을 내놓았다. 웹탑에 업데이트 정보
를 알려주고, 넷스케이프 서버를 구매한 기업이 웹탑에 애플릿을 전달하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는 필수품이 되었고, 가치는 웹 플랫폼 위에서 전달되는 서비스로 이동해버렸다.

반면에, 구글은 판매되거나 패키지로 전달되지 않지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비
용을 지불해야 하는 순수 웹 응용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구글에는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이 갖는 특징들
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정된 소프트웨어 발표일도 없고 지속적인 개선만이 존재한다. 라이선스나 판매는
없으며 사용만 존재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해 다른 플랫폼으로 포팅
하는 일도 없으며, 오픈소스 운영체제와 회사 사람들 외에는 본적이 없는 자체 개발한 응용프로그램과 유
틸리티를 운영 중인 대규모 PC들만 존재한다. 실제로, 구글은 넷스케이프에서 필요하지 않았던 능력 즉,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필요하다. 구글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도구 모음이 아니라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의
미한다. 데이터가 없으면 도구는 무용지물이다.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데이터는 관리할 수 없다. 소프트웨
어를 배포할 필요없이 수행만 하면 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소프트웨어는 쓸모
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전 시대에 지배력의 수단이었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이나 API에 대한 제어는
무의미해졌다. 실제로,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규모에 비례한다.
구글의 서비스는 대량의 인터넷 서버를 통해 제공되지만 구글의 서비스는 서버는 아니며, 유저는 브라우
저를 통해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구글의 서비스는 브라우저가 아니다. 구글의 기간 사업은 검색 서
비스이지만 구글은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컨텐츠조차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는 마치 두 대의 전화기 양쪽
에서 일어나는 전화통화와 비슷하다. 구글은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 대상 컨텐츠 서버 사이의 공간에서 사
용자와 온라인 경험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자 또는 미들맨과 같이 동작한다.
넷스케이프와 구글 모두 소프트웨어 회사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넷스케이프는 1980년대 소프트웨어 혁명
기에 시작한 로터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SAP와 같은 세상에 있었다면 구글은 이베이, 아마존, 냅스
터, 더블클릭, 아카마이와 등 인터넷 응용프로그램 기업과 같은 그룹에 속한다.
http://www.webxc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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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집단 지능(collective intelligence)을 이용한다
웹 1.0 시대에 태어나서 웹 2.0 시대에도 여전히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은 웹의 힘을 사용해 집단 지
능을 이용한다는 웹 2.0의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 블로깅과 집단의 지혜
웹 2.0 시대의 가장 많이 언급되는 특징중의 하나는 블로그의 출현이다. 개인 홈페이지는 웹의 초기 시대부
터 있어왔으며, 개인 일기장이나 일일 사설과 같은 것은 이보다 더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가장 근본적으로 블로그는 일기 형식의 개인 홈페
이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리치 스크렌터(Rich Skrenta)가 메모에서 지적한 대로 블로그의 연대기적인 구성
은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전달방법, 광고, 가치 사슬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낳은 한 가지는 RSS 때문이다. RSS는 초기 해커들이 CGI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웹 사이트를 작성할 수 있다고 깨달았던 시기 이후로 웹의 근본적인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보라 할
수 있다. RSS는 사용자가 페이지에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할 수 있게 하였다. 즉, 페이지가 변경될 때마
다 변경을 알 수 있다. 스크렌터는 이를“성장하는 웹(the incremental web)”이라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라이브 웹(live web)”이라 부른다. 물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동적으로 컨텐츠를 생성하는 웹 사이트가
정적인 컨텐츠를 갖는 웹 사이트를 대체한 것은 수십 년 전이다. 라이브 웹에서 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
지뿐만 아니라 링크도 의미한다. 블로그에 링크하는 것은 계속 바뀌는 페이지에 링크하는 것과 동일하다.
각각의 기사에 링크할 때는 고유링크(permalink)를 이용한다. 블로그에 갱신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알려주
는 메시지가 전달된다. 이와 같이 RSS 피드는 북마크나 링크보다 훨씬 강력하다. 또한 RSS는 웹 브라우저가
단순히 웹 페이지를 보여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RSS 수집기에는 블로그라인과 같은 웹 기반인 것도 있지만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도 있다. 그 외에 사용자가
휴대 기기에서 끊임없이 갱신되는 컨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다. 현재의 RSS는 블로그의 기사뿐
만이 아니라 주가, 날씨 정보, 사진 등 모든 종류의 데이터의 갱신을 알리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RSS와 고유
링크는 웹 프로토콜인 HTTP 위에 유즈넷(Usenet)의 NNTP(Network News Protocol)의 많은 특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시켰다. 블로그스피어(blogosphere)는 초기 인터넷의 대화의 장으로 여겨졌던 유즈넷과 게시
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서로의 사이트를 읽고 각 페이지의 코멘트에 간단하게 링크하는 것이 가능
하다. 뿐만 아니라 트랙백(trackback)이라고 불리는 구조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페이지에 링크한
것을 알 수 있어 상호 링크하거나 코멘트를 추가하는 것으로 응답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양방향 링크는 제
나두(Xanadu)와 같은 초기 하이퍼 텍스트(hyper text) 시스템이 목표였다. 하이퍼 텍스트 순수주의자들은
트랙백을 양방향 링크를 실현하기 위한 걸음으로서 환영했다. 그러나 트랙백은 엄밀하게는 양방향이 아니
다. 양방향 링크와 동등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대칭적인 단방향 링크이다. 이 차이가 사소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매우 크다.

웹 2.0의 본질이 집단 지능을 이용해 웹을 글로벌 브레인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하면 블로그스피어는 끊임
없이 계속되는 뇌 속의 대화를 모든 유저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뇌의 깊은 부분에서 거의
무의식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사고가 아니라 오히려 의식적인 사고에 가깝다. 그리고, 의식적인 사고와 관
심으로 인해 블로그스피어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검색 엔진은 정확한 검색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
해서 링크 구조를 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량의 링크를 만들어내는 블로거들은 검색 엔진 결과를 생성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블로그 커뮤니티는 극히 자기 언급적이기 때문에 다른 블로거가 주목
하는 것으로 블로그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다. 비평가들이 비난하
고 있는 반향실(echo chamber)도 또 다른 증폭기이다.

이것이 단순한 증폭기였다면 블로그는 보잘 것 없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
러나 위키피디어(Wikipedia)와 같이 블로그에서는 집단 지능이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고 있다. 제임스 슈리어웨키(James Suriowecki)가‘집단의 지혜’라
고 부른 것이 페이지 순위가 개별 문서를 분석하는 것보다도 뛰어난 검색 결
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블로그스피어에서는 집단의 관심이 가치 있는 것을
선별해낸다. 주류(主流) 미디어는 개인 블로그들을 경쟁자로 바라보겠지만
정말로 당황스러운 점은 경쟁자가 블로그스피어 전체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사이트간의 경쟁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간의 경쟁을 의미한다. 웹 2.0의 세상은 댄 길머(Dan Gilmor)가 얘기한“우리가 미디어이다
(We, the media)”라고 부른 세상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은밀한 곳(back room)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한 때의 청중’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결정한다.

03 데이터는 차세대의‘인텔 인사이드’
오늘날 중요한 인터넷 응용프로그램은 모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구글의 웹 크롤,
야후의 디렉터리, 아마존의 상품 데이터베이스, 이베이의 상품과 판매자 데이터베이스, 맵퀘스트의 지도
데이터베이스, 냅스터의 곡에 대한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그러한 예이다. 지난해, 할 배리언(Hal Varian)은
“SQL이야 말로, 차기 HTML이다”라고 얘기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웹 2.0 회사에서 핵심 경쟁력이 되
었으며,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응용프로그램들을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인포웨어(infoware, 정보상
품)라 부른다. 이 사실로부터 핵심질문이 나온다.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는가?
인터넷 시대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통제력이 시장 통제력으로 이어지고, 큰 재정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수 많은 경우들을 볼 수 있다. 후일 베리사인사에 매각된 네트워크 솔루션사는 정부 법령에 의해 도메인
네임 레지스트리를 독점했으며, 이는 인터넷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첫번째 사례였다. 인터넷 시대
에는 비즈니스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훨씬 어려워진다고 했지만, 소프트웨어 API를 지배하는 것으로 중요
한 데이터 소스를 지배한다면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데이터 소스가 작성에 막대한
http://www.webxcon.com

http://www.webxcon.com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나,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예를 들
어 맵퀘스트, 맵스야후닷컴, maps.msn.com, maps.google.com등이 생성하는 지도에는 반드시‘지도의 저
작권은 NavTeq, TeleAtlas에 귀속됩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덧붙여져 있다. 최근 등장한 위성 화상 서비스의
경우는‘화상의 저작권은 디지털 글로브(Digital Globe)에 귀속됩니다’라고 쓰여져 있다. 이들 회사들은 데
이터베이스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네브테그사는 도로 주소와 위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7억 5천
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디지털 글로브사는 정부가 제공하는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위성을 발
사하기 위해 5억 달러를 사용했다). 네브테그사는 이뿐만 아니라 인텔의 익숙한 인텔 인사이드 로고와 비
슷한 것을 만들어냈다. 네비게이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에는‘NavTeq Onboard’로고가 새겨져 있다. 실
제로 데이터가 이들 응용프로그램의 인텔 인사이드이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하부구조에서 유일한 소스
컴포넌트는 대부분 오픈소스이다.

현재 격렬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웹 매핑 시장은 애플리케이션의 핵이 되는 데이터를 소유하는 것이 경
쟁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고 있다. 웹 매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1995년에 맵
퀘스트가 만들어 낸 것이다. 맵퀘스트는 선구자였지만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는 구글과 같은 신규
참가자의 진입을 용인했다. 이들 기업은 동일한 데이터를 라이선스하는 것으로 경쟁 응용프로그램을 쉽게
내놓을 수 있었다. 그것과 대조적인 것이 아마존이다. 반즈앤노블과 같은 경쟁자들과 마찬가지로 원본 데
이터베이스는 ISBN 레지스트리 제공업체인 바우커(R.R Bowker)의 것이지만 맵퀘스트와 달리 아마존은 표
지 이미지, 목차, 인덱스, 샘플과 같은 출판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추가하면서 경쟁적으로 데이터를 개선
시켰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자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그런 식으로 10년
이 지난 후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학자나 사서들에게도 도서 목록에 대한 주요 소스가 된 것은 바우커가 아
니라 아마존이 되었다. 또한, 아마존은 전매 식별자인 ASIN을 만들었다. ASIN은 ISBN과 동일하며, ISBN이
없는 상품에는 고유 식별번호를 만든다. 아마존은 그들의 데이터 공급자를
포용하고 확장시켰다.
맵퀘스트가 아마존과 같이 가치의 계층들을 추가하면서 지도와 위치를 설명
하기 위해 사용자를 이용하는 일을 했다고 상상해보자. 이는 경쟁자가 단순
히 기본 데이터를 라이선스하는 것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보다 시장 진입
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최근 등장한 구글 맵스는 애플리케이션
벤더와 데이터 공급자의 경쟁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
다. 구글의 경량 프로그래밍 모델을 이용하고, 서드 파티가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낳고 있지만, 이런 서비스는 구글 맵스와 인터넷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조합한 매쉬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폴 래이드마처의 하우징맵스닷
컴은 구글 맵스와 크래이그리스트의 임대 아파트/판매처 정보를 조합한 인터랙티브인 주택 검색 툴이다. 이
것은 구글 맵스를 이용한 매쉬업의 걸출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런 매쉬업의 대부분은 기업가들의 눈길을 받고 있다. 적어도 일부의 개발자의 사이에서 구글은 벌써
데이터 소스의 자리를 내브텍으로부터 빼앗아 가장 인기가 있는 중개 서비스가 되고 있다. 향후 몇 년간은
데이터 공급자와 애플리케이션 벤더 사이에서는 경쟁이 전개될 것이다. 웹 2.0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
해서는 특정 데이터가 극히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는 것을 양방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코어 데이터를 둘러싼 싸움은 벌써 시작됐다. 이런 데이터의 예로는 위치 정보, 아이덴티티(개인 식별) 정보,
공공 행사의 일정, 제품의 식별 번호, 이름 공간 등이 있다. 작성에 고액의 자금이 필요한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그 데이터의 유일한 공급원으로서 인텔 인사이드 형의 비즈니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
지 않은 경우는 최초로 주요한 대중의 유저를 확보해, 그 데이터를 시스템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던 기업이
시장을 억제한다.

04 소프트웨어 릴리스 주기의 종말
구글 vs 넷스케이프의 논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터넷 시대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정의하라면 제품이 아니
라 서비스로 전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을 바꾸어버리는 것이다.

▶ 오퍼레이션(Operation)은 그 자체가 핵심 경쟁력이 된다
구글이나 야후의 제품 개발 능력은 각 사의 오퍼레이션 능력에 비례한다. 물건으로서의 소프트웨어와 서비
스로서의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다르다. 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일일 단위로 유지보수 되지 않으
면 올바르게 기능하지 않는다. 구글은 서비스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 없이 웹을 돌아다니면서 인덱
스를 업데이트한다. 또한 검색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링크 스팸을 비롯한 모든 시도를 걸러내야 하며, 수
억 건의 검색 행위에 쉼 없이 응답해야 한다. 더욱이 문맥에 맞는 광고까지 찾아내야 한다. 구글은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로드 밸런싱에 관한 기술을 어쩌면 검색 알고리즘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경쟁사와 비교해 구글이 가격 우위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이러한 프로세스 자동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웹 2.0 기업에서는 펄, 파이썬, PHP, 그리고 최근에는 루비라는 스크립트 언어가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썬의 첫번째 웹 마스터였던 하산 슈뢰더(Hassan
Schroeder)는 펄을‘인터넷의 덕 테이프(duct tape)-어느 가정에나 하나씩 있는 접착 테이프’라고 불렀다.
소프트웨어가 물건이었던 시대의 기술자들에게 스크립트 언어로 불려 업신여겨졌던 동적인 언어는 지금
은 시스템 관리 책임자, 네트워크 관리자, 그리고 끊임없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동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

▶ 오픈 소스의 개발 관행에 따라 사용자를 공동 개발자로 취급해야 한다
‘빨리 출시하고 자주 출시한다’라는 오픈 소스의 격언은 영원한 베타 버전을 의미한다. 게다가 진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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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소프트웨어는 개방적인 환경에서 개발되어 월간, 주간, 심지어 일일 단위로 새
로운 기능이 추가된다. G메일, 구글 맵, 플릭커(Flickr), 델리셔스(del.icio.us)라는 서비스의 로고가 몇 년간
이나‘베타’로고를 갖고 있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유저의 행동을 실시간 감시해 어떤 신기능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일도 웹 2.0 기업
의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의 한 웹 개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우
리는 매일 2~3가지의 새로운 기능을 사이트 어딘가에 추가하고 있다. 유저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은
삭제되고, 유저의 반응이 좋으면 그 기능을 사이트 전체로 확대한다.”최근 플릭커의 수석 개발자인 칼 헨
더슨(Cal Henderson)은 플릭커가 30분 마다 새로운 빌드를 인스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기존과는 완
전히 다른 개발 모델이다. 모든 웹 애플리케이션이 플릭커와 같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PC 시대나 클라이언트 서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개발 주기를 갖
고 있다. 얼마 전에‘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기사가 ZDNet에 게재된 바 있다. 그 이
유는 바로 이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의 비즈니스 모델은 모든 유저가 2~3년마다 컴퓨팅 환경을 업그레이
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에 비해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은 모든 유저가 매일 자신의 컴퓨팅 환경
을 사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찾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쟁 상대에게서 배워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최고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왔으며,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번 경
쟁에 이기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아가서는 기존의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는 지금까지와는 본질적으
로 다른 기업이 될 필요가 있다. 한편 순수한 웹 2.0 기업은 벗어 던져야 할 낡은 패턴(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보다 유리한 출발선상에 서있다.

05 가벼운(Lightweight) 프로그래밍 모델
‘웹 서비스’가 최신 기술로 각광 받을 때 대기업은 먼저 복잡한 웹 서비스 스택을 구축해서 분산 애플리케
이션을 실현하기 위한 안정된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려고 했다. 그러나, 웹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었
던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은 하이퍼텍스트 이론의 많은 부분을 벗어 던지고, 이상적인 디자인을 단순한 실용
주의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업체들의 복잡한 웹 서비스 스택들은 아직도 널리 퍼지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
리 RSS는 그 자체의 단순성 때문에 가장 널리 배포된 단일 웹 서비스가 되었다.

비슷하게 아마존의 웹 서비스는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한 가지는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웹 서비스 스택의 형식주의를 고수하는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HTTP 위에 XML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순한
형태이다. 이와 같은 단순한 접근 방법을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라고 한다. 아마존과 토이러
스 같은 소매 파트너간의 고가치(High value) B2B 연결에서는 SOAP 스택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마존에 따
르면 전체 사용량의 95%는 단순한 REST 서비스가 차지한다고 한다. 단순성에 대한 탐험은 다른 유기적인
웹 서비스에도 나타난다. 구글맵에 대한 구글의 발표가 적절한 예이다. 구글맵은 AJAX를 이용한 단순한 인
터페이스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커들은 곧바로 그것을 해독하고 데이터와 혼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

들어 냈다. 지도 관련의 웹 서비스는 이미 맵퀘스트, 마이크로소프트의 맵포인트, 그리고 ESRI등의 GIS 벤
더로부터도 제공되고 있었다. 그런데 구글맵이 열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이것이 매우 단순한 서
비스이기 때문이다. 벤더가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벤더와 정식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비해 구글맵은 유저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해커
들은 구글맵의 데이터를 재이용하고, 곧바로 창조적인 시도를 실시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나타내고 있다.

· 가벼운 프로그래밍 모델을 채용해, 시스템을 완만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정(coordination)보다는 신디케이션(syndication)한다.
· 개조(hackability)와 재조합(remixability)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06 단일 디바이스를 넘어선 소프트웨어
웹 2.0의 또 다른 특징은 PC 플랫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랜 기간 일했
던 데이브 스투츠(Dave Stutz)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는 고별사에서“단일 디바이스를 넘어선 유용한
소프트웨어가 오랜 기간 높은 이윤을 남기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모든 웹 애플리케이션
은‘단일 디바이스의 테두리를 넘은 소프트웨어’라고 부를 수 있다. 극히
단순한 웹 애플리케이션도 적어도 두 대의 컴퓨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
다. 하나는 웹 서버 역할을 하는 컴퓨터, 또 하나는 브라우저가 인스톨되는
컴퓨터다. 이미 설명한 대로 플랫폼으로서의 웹이 발전하면 복수의 컴퓨터
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완만하게 통합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낳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웹 2.0은 단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웹
플랫폼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 원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이튠즈다. 아이튠즈는 사용자가 휴대 단말
을 사용하고, 웹의 방대한 정보로 액세스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PC는 로
컬 캐시나 컨트롤 스테이션으로서 기능한다. 웹의 정보를 휴대 단말에 전달하는 시도는 지금까지도 많이
행해져 왔지만, 아이팟과 아이튠즈의 편성은 복수의 기기로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최초의 애플리
케이션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티보(TiVo)도 그 좋은 예다. 아이튠즈와 티보는 그 이외의 웹 2.0이
가지는 중요한 원칙도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튠즈와 티보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아니지만, 둘 다
웹 플랫폼의 힘을 이용하고 인프라와 일체화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 관리가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또 어느 쪽이나 서비스이며,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은 아니다. 다만 아이튠즈는 사용자의 로컬 데이터
를 관리하기 위한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분야는 웹 2.0에서나, 새로운 플랫폼에 접속되는 기기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
이 높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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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풍부한 사용자 경험(Rich User Experiences)
페이 웨이(Pei Wei)가 1992년 비올라 브라우저를 선보인 이래 웹 브라우저 내에 애플릿을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웹을 사용했다. 1995년 소개된 자바는 애플릿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자바스크
립트와 DHTML은 클라이언트 측에서의 프로그래밍보다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단순한 방
법으로 소개되었다. 수년 후, 매크로미디어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뿐만 아니라 GUI 스타일의 응용프로그
램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래시(Flash)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RIA(Rich Internet Application)’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그러나, 완전한 기능을 가진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웹의 가능성은 구글이 열었다. 구
글이 지메일, 구글맵과 같이 풍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PC 수준의 인터페이스를 가진 웹 기반 응용프로
그램을 연이어 선보였다. 구글이 선보인 이러한 기술들을 웹 디자인 회사 Adaptive Path의 Jesse James
Garrett은 에세이에서 AJAX라 명명하고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AJAX는 기술이 아니다. AJAX는 실제로
여러 가지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기술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함께하면서 더 강력한 새로운 길을 열
었다. AJAX는 다음을 포함한다.”

· XHTML과 CSS를 이용한 웹 표준 기반 구현
· Document Object Model을 사용한 동적인 화면과 상호작용
· XML과 XSLT을 이용한 데이터 교환 및 처리
· XMLHttpRequest를 사용한 비동기 데이터 검색
· 그리고 이들 기술을 한데 엮어줄 자바스크립트

AJAX는 이제 야후에 소속된 플리커(Flickr), 37signal의 basecamp및 backpack, 지메일, 오르쿳(Orkut)같은
구글 응용프로그램 같은 웹 2.0 응용프로그램의 핵심 컴포넌트가 되었다. 웹 개발자들이 PC 기반 응용프로
그램과 같은 풍부한 웹 응용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전례없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혁명
기에 진입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대다수의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은 수년 동안 있어왔다. 90년대
말, 마이크로소프트와 넷스케이프는 마침내 실현되고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표준 쟁탈 전쟁은 브라우저에 호환성이 있는 응용프로그램 제작을 어렵게 했다. 마이크로
소프트가 브라우저 전쟁에서 승리하자 유일한 브라우저가 되었으며, 웹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할 사실상의
단일 표준 브라우저가 되었다. FireFox가 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자로 소개되고 있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는 90년대에 벌였던 웹 표준에 대한 비생산적인 경쟁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 몇 해에 걸쳐서 새로운
웹 응용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며, PC 응용프로그램에 버금가는 풍부한 웹 구현물이나 실로 기발
한 응용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모든 플랫폼의 변화는 이전 플랫폼에서
시장 지배적인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리더십 변화의 기회를 창출해 왔다. 지메일은 이미 사용성 면에서 PC
인터페이스들이 취했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웹의 강점-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며, 데이터베이스의 강력함,
검색능력- 을 결합하여 이메일의 흥미로운 혁신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PC 플랫폼의 메일 클라이언트들
은 메신저와 부재여부 표시를 추가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서서히 잠식되고 있다. 최고의 이메일,
메신저, 음성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VoIP를 풍부한 기능을 가진 웹 응용프로그램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통

합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클라이언트를 볼 날도 가깝지 않을까? 경주는 이미 벌어지고 있다.
웹 2.0이 주소록을 다시 만들고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쉽다. 웹 2.0 스타일의 주소록은 PC나 휴대폰의 주
소록을 단순히 시스템에 기억하도록 요청한 연락처의 캐시로만 다룰 것이다. 동시에 지메일 스타일의 웹
기반 동기화 에이전트는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사용한 모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로컬 캐
시에서 정답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어떤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소셜 네트워킹 휴리스
틱을 구축할 것이다. 거기에서도 답을 발견할 수 없다면 시스템은 보다 넓은 소셜 네트워크에 질의하게
될 것이다.
웹 2.0 워드 프로세서는 단일 문서가 아닌 위키 형태의 공동 저작 형태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PC 기반 워
드 프로세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다양한 서식기능들도 지원하게 될 것이다. Writely는 아직 큰 인기를 못
끌고 있지만,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좋은 예이다. 웹 2.0 혁명은 PC 응용프로그램에만 제한되지 않을 것이
다. Salesforce.com은 CRM과 같은 엔터프라이즈급 응용프로그램에서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신규 참가자가 경쟁 기회를 가지려면 웹 2.0의 가능성을 모두 수용해야
할 것이다. 성공하는 회사들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공유 데이터의 풍요 속에서 이익
을 만들어 내는 참여의 구조를 사용하여 사용자로부터 학습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것이다.

웹 2.0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
7가지 원칙들을 살펴보면서 웹 2.0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각 예제들은 이러한 원
칙들을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웹 2.0 회사들의 핵심 경쟁력을 요약하는 것으
로 마무리를 할 것이다.

·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아닌 비용 효율적이고 확장성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보다 풍부해지는 유일하고, 재창조가 어려운 데이터 소스를 컨트롤한다.
· 사용자를 신뢰하고 공동 개발자로 여긴다.
· 집단 지능을 이용한다.
· 고객 스스로 참여하는 롱테일을 만든다.
· 단일 디바이스를 넘어서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 가벼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모델,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채용한다.

웹 2.0을 수용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상기의 항목을 채워 있는지 어떤지를 관찰해 보면 좋을 것이
다. 들어맞는 것이 많은 만큼, 그 기업은 웹 2.0 기업이라고 부르기에 어울릴 것이다.
http://www.webxcon.com
한빛미디어㈜ 제공
위 글의 번역전문은 한빛 네트워크(http://network.hanbitbook.c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신간 도서

보다 빠른 웹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하모니, Ajax!
Ajax 입문 : Asynchronous JavaScript +XML
최종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빠르게 응답하기 위해서 끝임없이 코드를 뒤
엎던 삽질의 시간들, 수많은 웹 개발자들이 경험하는 일이다. 이 책은 이
러한 현실에서 보다 빠른 웹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 XML, HTTP
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페이지 리로딩 없이 동작하게 하는 Ajax
프로그래밍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Ajax 기초 지식
·XMLHttpRequest 레퍼런스
·풍부한 Ajax 기본 예제
·송신시 이벤트 종류별 예제
·입출력 효과
·XML
·제시어 기능 구현
·Ajax와 자바 그리고 웹 서비스
·크로스 브라우저·벡터 그래픽
·Google Maps

타카하시 토시로 저/이창신 역
296쪽/18,000원

Spring 프레임워크 워크북

마이크로소프트의 IT 전략과 미래

무거운 EJB, 이제 Spring으로 벗어나세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IT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사용자 관리 프로젝트
·IoC(Inversion of Control)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닷넷 개발 전략
·마이크로소프트와 웹 서비스
·솔루션 아키텍처와 인프라 아키텍처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전략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바일/임베디드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의 IT 환경

개념과 핵심 API

·Spring AOP(Aspect Oriented
Programming)의 활용법

·게시판 기능 추가와 Spring JDBC
·트랜잭션 구현
·Spring MVC
·Spring MVC의 확장
·분산 환경의 지원
·다른 프레임워크와 통합
박재성 저
528쪽/25,000원

류한석 외 5인 공저
332쪽/13,800원

>> 출간 예정 도서

모든 브라우저와 운영체제에서 통하는
웹 표준의 세계로 빠져 봅시다!
Head First HTML with CSS & XHTML
전문가적 수준에 이른 후에야 이해할 수 있는 HTML 책을 읽는데 지쳤
습니까? 그렇다면 Head First HTML with CSS & XHTML 을 집어 들
고 실제로 HTML을 배울 때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산업 표준에 맞는
웹 페이지들을 만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완벽한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
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단지 읽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때
로는 게임을 하고, 퍼즐을 풀며, 미스터리에 빠져들면서 지금까지 전혀
상상해오지 못했던 웹 페이지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CSS와 함
께 HTML이 동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웹 경력 쌓기를 시작하세요
·평범하고 흔한 HTML & CSS 함정을 조심하세요
·100개의 퍼즐과 연습문제에 집중해봅시다
·초보자를 위한 표준기반의 웹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
·스타일에 관해 잘못 알고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난처한 유효성에 관한 실수를 피해봅시다

Elisabeth Freeman, Eric Freeman 저
출간 예정일 : 2006년 5월
예상 페이지 : 696페이지

Head Rush Ajax

Ruby on Rails

매혹적인 동적 웹 페이지를 위한 가이드

빠른 웹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빠져보자

·Head First Design Patterns의

·빠른 웹 개잘 프레임워크인

저자가 집필한 Ajax 입문서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한
쉬운 설명 Spring JDBC
·동적이고 다루기 쉬운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
·비동기와 동기 어플리케이션의 비교
·쌍방향 통신을 만드는 방법
·DOM, JSON, XML의 개념

Elisabeth Freeman, Brett McLaughlin 저
출간 예정일 : 2006년 5월
예상 페이지 : 304페이지

레일에 대한 설명

·간단한 코드로 빠르게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

·루비와 레일 프레임워크의 상세한
활용법

Bruce A.Tate, Curt Hibbs 저
출간 예정일 : 2006년 7월
예상 페이지 : 192페이지

Next Generation Web
Inter national Conference 2006

차세대웹통합컨퍼런스
http://www.webxcon.com
인터넷 시장의 큰 흐름과 모바일 시장의 확대로 점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차세대 웹에 관련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뜨거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
점에서 모든 궁금증을 풀고 미래 전망을 함께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
니다.
웹 2.0, 모바일 웹, 유비쿼터스 웹 등의 차세대 웹 기술 및 응용 등을 다루는
차세대 웹 통합 컨퍼런스는 웹에 대한 다양한 세션을 통해 여러분 곁에 다가
가겠습니다.

한빛미디어㈜는 O’
Reilly,Inc.의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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