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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업무 로세스의 개선  효율성 증가를 해 시스템간의 연동을 웹서비스(Web Services)화 
하여 시스템 간의 로세스  데이터 연계를 목 으로 하는 통합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간의 거시 시스템을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기반의 
웹 서비스와 통합하여 구매/유지보수 비용을 감하고 신뢰성, 보안성  상호 운용성 향상 등
의 비즈니스 로세스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한 방안에 해 소개한다. 거시 시스템을 웹서
비스와 통합 시 고려해야 하는 비 기능 인 요소를 OASIS, W3C, WS-I등의 단체에서 정해진 
웹서비스 명세 표 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이를 수한 통합 방안  구 사례를 제시한다. 

1. 서  론

 기업의 비용 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비즈니스 신속성

의 확보 등을 목 으로 애 리 이션, 장 데이터  

업무 로세스의 통합이 IBM, Oracle, MS, Sun등의 벤

더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시 시스템을 가진 

기업들은 거시 시스템에서 가치를 도출하기 해 SOA

를 채택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1]. 일반 으로 

거시 시스템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구 , 수정, 업데이

트로 인해 강결합(Tightly Coupled)되며, 유연성이 떨어

지는 단 을 갖는다[2].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거시 시스템을 웹서비스와 통합하여 유연성, 신뢰성, 보

안성을 갖춘 IT환경을 구축하기 한 노력이 벤더들에 

의해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의 유용

한 거시 시스템을 재사용하여 비용효율성을 기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거시 시스템을 웹서비스와 

통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해 웹서비스(WS-*) 

명세를 기 으로 구분하 다. 명세의 구분은 웹서비스 

실행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기능  요소로 분류하고 

거시 시스템과 웹서비스의 통합 시 고려해야 하는 보

안성, 신뢰성, 유연성, 효율성 등을 비 기능 인 요소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 시스템을 웹서비스와 

통합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 에서 비 기

능  요소에 해 으로 다루고 있다.  

2. 관련 연구

 SOA기반의 웹서비스의 이 은 크게 비즈니스 측면과 I

T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의 임워크에 계없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로세스를 신

속하게 생성하고 애 리 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

이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이 이라면 기존의 시스템의 

면 인 교체가 아닌 재활용을 통해 비용 효율성 향상과 

업무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유지보수 비용을 감할 수 

있다는 은 IT측면에서의 이 이라고 할 수 있다. 

  

2.1 기존 분산처리 시스템과 웹 서비스의 차이점

  웹서비스는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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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으로 인해 CORBA, Java RMI, EJB등의 기존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던 미들웨어가 없으며, 치정보

의 장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간략한 로토콜이라 할 

수 있으며, Port 80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HTML

XML을 통하여 명세/요청의 달이 가능하다. 

2.2 웹서비스를 적용한 레거시 시스템의 기존 연구방향

 XML기반의 웹서비스가 기업의 내외부 인 통합 서비

스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부상하

고 있다. Sun microsystems의 Sun One Integration Plat

form은 EAI, B2B 부분의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 제품을 

공 하고 있으며[3], IBM의 WebSphere 애 리 이션 서

버는 트랜잭션 리, 클러스터링, 보안, 연결성  확장성

에 이르는 애 리 이션 서비스를 구축하고, 기업 반

의 애 리 이션에 한 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4] 그 외에도 PeopleSoft, SAP, Oracle등과 국내의 Tma

xSoft등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CM

(Supply Chain management)벤더들도 웹서비스를 이용

한 애 리 이션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3. 레거시 시스템에 웹서비스의 통합

 거시 시스템을 웹서비스에 의해 통합하여 시스템들 

간 상호연동이 가능하기 해서는 표 화된 기술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의 웹서비스 명세(WS-*)

들이 표  기술에 해당된다. 웹 서비스 명세는 SOA, 그

리드 등의 차세  웹 기술을 한 배경기술로 넓게 인용

되고 일부는 이미 특정 응용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따

라서 OASIS[5], W3C[6], WS-I[7]등의 표 기구에서는 

요성이 인정된 웹서비스 명세들을 국제표 으로 개발 

완료하 거나 개발 에 있다[8]. 이러한 웹서비스 표

의 구분은 서비스에 련된 메타데이터 리에 필요한 

“메타데이터(Metadata)", 메시지의 생성, 송, 해석, 처

리와 련된 ”메시징(Messaging)", 서비스의 트랜잭션 

처리  비즈니스 로세스 실행에 필요한 “트랜잭션/비

즈니스 로세스(Transactions and Business Process)", 

서비스에서 제공된 정보를 화면에 표 하는데 필요한 ”

포탈/ 리젠테이션(Portal and Presentation)", 다양한 보

안 처리를 한 “보안(Security)", 서비스의 분산 리  

로비 닝에 필요한 ” 리(Management)" 역으로 구

분된다[9]. 다음 그림1은 WS-*명세 스택을 나타내며  

명세 스택에서 굵은 선으로 표기된 부분은 본 논문에서 

논하게 될 거시 시스템과 웹서비스의 통합에 있어서의 

비 기능 인 요소이다. 이는 그림 1의 Assurances 부분

이 이에 해당된다. 그 외의 WS-* 명세스택에 명시되어 

있는 XML, SOAP, WSDL등의 웹서비스 실행 환경 구

축을 한 표 에 해서는 4장의 사례연구에서 이를 

용하여 상호보완 으로 구 한 엔지니어링 임워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WS-* 명세 스택

3.1 레거시 시스템의 웹서비스화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벤더가 제안한 정책들은 OASIS, W3C등의 표  단체에 

의해 표 화 단계를 거치게 되며 WS-*에 명세 된 여러 

표 들은 상호의존 으로 서로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다. 를 들어 WS-Policy는 WS-PolicyAssertions를 사

용하며, WS-Security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 

간의 메시지 암호화에 해 설명하고 있지만 WS-Trust

는 상호간의 메시지 교환 이 에 신뢰할 수 있는 달 

방법에 해서 WS-Security에 기반하여 사용된다. 따라

서 기능  요소와 비 기능  요소는 구  단계에서 별개

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요소에 비 기능  요소

를 추가하여 구 하는 형태로 진행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6가지 Assurances 요소는 거시 시스템을 웹

서비스와 통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웹서비스 표 이다.

 웹 서비스 보안 (WS-Security)

 웹서비스 상호 운용성 기 (WS-Organization)이 제안

한 메시지의 비 성보호와 인증을 목 으로 SOAP 메시

징을 확장한 규정인 WS-Security는 메시지 달과정에

서의 인증과 권한, 무결성, 기 성, 부인방지를 명시하고 

있다. 

 웹서비스 트러스트 (WS-Trust)

 웹서비스 트러스트는 사용자 ID정보를 신뢰성 있게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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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하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이를 해 WS-SecurityPolicy와   WS-MetadataExchan

ge 기술과 함께 사용된다.    

 웹서비스 신뢰 메시징 (WS-ReliableMessaging)

 웹서비스의 확장 규약인 WS*(Webservic Extension) R

eliable messaging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패 없는 

메시지의 달을 보장하는 메시징 도구들이 활용된다.

 웹서비스 트랜잭션 (WS-Transactions)

 웹서비스 트랜잭션은 분산된 시스템에서 인터넷을 통해 

비즈니스 로직을 서비스하므로 물리  치가 상이하다.

이로 인해 앙 집 인 트랜잭션의 조정과 리소스의 

리가 어려우며 단일 트랜잭션의 보장과 트랜잭션의 처

리에 소요시간의 낭비가 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해 WS-Transaction이 정의되어 있으며 비즈니

스 로세스의 트랜잭션 리를 WS-Transaction 표 을 

정의하고 트랜잭션 처리를 한 로토콜을 정의하고 있

다. 

 웹서비스 조정 (WS-Coordination)

 웹서비스 조정은 웹서비스 트랜잭션과 더불어 신뢰성있

는 애 리 이션에 필요한 매커니즘을 정의하고 있다. 

웹 서비스 조정은 기존의 표  트랜잭션 매커니즘을 지

원하며, 확장이 가능한 임워크와 트랜잭션을 조정한

다.

 

 웹서비스 보안 화 (WS-SecureConversation)

 웹서비스 보안 화는 웹서비스 보안과 웹서비스 트러스

트의 보완  스펙으로 활용된다. 상호간의 보안에 필요

한 공유에 해 기술하며 메시지의 서명과 암호화에 사

용되는 공유 비 키에 한 SCT(Secure Context Toke

n) 요소를 정의하고 있다.

3.2 레거시 시스템을 웹서비스에 통합하기 위한 방안

 그림 2의 스택은 거시 시스템을 웹서비스화 하기 

한 래퍼(Wrapper)에 해당한다. 웹 서비스 실행 환경과 

이를 구성하게 되는 SOAP, UDDI, WSDL, XML등의 웹

서비스 실행 환경 구성요소들은 기능  요소에 해당되

며, 기능  요소는 시스템 구축 환경, 규모, 구  언어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  용될 수 있다. 보안모듈, 에러 

핸들링 그리고 작업 리 모듈은 비 기능  요소에  해

당한다. 

 Security Module은  WS-Security에 해당되며 웹서

비스는 약결합(Loosely Coupled에 의해 특정 구 에 구

애받지 않는 립 인 인터페이스를 가짐과 동시에 보안

과 리에 취약 을 드러낸다. 이로 인해 ‘Security Mod

ule’에는 인증, 사용자 권한 부여  SSL(Secured Socke

t Layer)등의 보안이 포함되면 데이터의 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다. 이는 WS-Security의 모든 메시지 는 

일부 메시지의 인증과 암호화 단계에 해당되며 WS-Sec

ureConversation과 보완 으로 활용된다. 

 Job Manager는 다수의 서비스 사용자의 요청을 

리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작업 리를 한 

로써 큐를 이용한 리자 모듈을 이용해 별도의 큐를 

리하게 되면 요청된 서비스에 한 순차 인 리가 가

능하며, 유연한 트랜잭션 처리를 한 트랜잭션 큐를 통

해 메시지 컨텍스트에 따른 다양한 기 에 따라 큐의 우

선순 를 정할 수 있다.

 Error Handling은 서비스 요청  수행 결과를 로그

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에러 핸들링을 한 로깅 모듈의 구 을 통해 시스템 구

성 요소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 발생이 에 데이터

베이스에 장 된 로그의 정보를 단하여 서비스를 다

시 시작한다. 이를 해 서비스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기 한 큐(Queue) 리 모듈을 두게 되면 다수의 

사용자의 요청을 순차 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비

스 사용자의 요청은 서비스가 요청된 시 부터 종료되는 

시 까지 일련의 단계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시

스템에 Fault 는 Crash가 발생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로그를 사용하여 장애 발생 시  이 의 완료된 단

계부터 재시작하도록 구 되면, 로그기반의 회복기법을 

통해 메시지 달과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

다. 한, 회복기법을 해 로그를 장하게 되는 데이터

베이스의 커 (Commit) 로토콜의 리를 통해 트랜잭

션 커 과 롤백(Rollback)이 하게 처리되면 트랜잭션

을 최 화 할 수 있다. 의 과정들은 WS-Transactions 

 WS-Coordination에 해당된다.

 UDDI Publish Module은  서비스 제공자가 UDDI에 

서비스하는 정보를 퍼 리쉬하고 업데이트  수정 리

가 가능한 모듈을 구성한다. 서비스 장소(UDDI)의 

근방식은 HTTP 로토콜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며 SOA

P 형식으로 메시지가 송된다.  

 WSDL Generator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WSDL 

일의 생성과 검증 기능을 갖는다. Generator의 구 을 

통해 WSDL의 자동 인 구 이 가능하도록 한다.

 SOAP Engine은 SOAP 메시지를 생성  송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UDDI4J는 UDDI Publish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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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거시 시스템을 웹서비스화 하기 한 래퍼

을 지원하는 라이 러리에 해당된다. SOAP 로토콜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요청자간의 메시징 로토콜의 정

의가 가능하다. 한 XML기반이므로 구  언어와 운

체제에 상 없이 원격의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장

을 지닌다.

 Web Service Runtime Environment은 웹서비스를 

한 실행 환경을 제공한다. 

 Java Runtime Environment은 자바로 구 된 실행

환경을 제공한다.

 

 

  

4. 사례연구

 SOA기반의 웹서비스는 XML기반 언어인 WSDL을 사

용하여 인터페이스를 설명한다. 이로 인해 기존의 CORB

A, DCOM보다 동 이고 유연한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구

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엔지니어링 임워크

의 거시 시스템을 웹서비스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비 

기능  요소에 해당하는 보안성, 신뢰성, 상호운용성, 유

연성 향상에 을 두고 구 하 다. 

 그림 3은 다수의 에이 트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해 e-엔지니어링 임워크를 확장하여 웹서비스를 

용한 통합 시스템 구조도이다. e-엔지니어링 임워

크는 웹 상의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사용자를 

한 인터페이스  리젠테이션 계층, 공학  문제를 

분할하고 수행하기 한 에이 트 그룹 계층, 그리고 분

산된 엔지니어링 자원을 웹 서비스로 통합하기 한 계

층으로 구성하 다[10]. 엔지니어링 임워크 아키텍처

에서 PAS Process와 UDDI Registry, 엔지니어링 서비

스 서버(ESS: Engineering Service Server)는 서비스 지

향 아키텍처에서 서비스 사용자, 서비스 장소, 서비스 

제공자에 응된다.

그림 3 e-엔지니어링 임워크의 시스템 아키텍처

 표 1은 SOA와 e-엔지니어링 임워크의 연  계

를 나타낸다.

표 1 SOA와 e-엔지니어링 임워크의 연  계

 그림 4는 거시 시스템과 웹서비스간의 작업 차를 

나타낸다. 거시 시스템이 특정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던 

문제 은 HTTP(Port 80)를 통해 SOAP 메시지를 교환

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독립 인 운 이 가능하게 

하 다. 한, 보안성 향상을 해 사용자 권한 부여  

암/복호화를 통한 메시지 보안을 강화하 다. 로그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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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에러 핸들링을 해 데이터베이스에 로그를 기록하여 

정 과 같은 외부 인 문제  네트워크로 인한 내부

인 문제에 해 처할 수 있도록 장애 발생 시  이

의 단계부터 시스템이 재시작되도록 구 되었다. 작업 

리자를 통해 다수의 서비스 요청들이 순차 으로 처리

되도록 큐 리 모듈을 두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은 엔지니어링 소 트웨어 드라이버를 통해 거시 시스

템과 연동된다.

그림 4 거시 시스템과 웹서비스간의 작업 차

 본 사례연구에서는 그림 4에서 간략하게 설명되었던 비 

기능  요소를 e-엔지니어링 임워크의 상황에 맞게 

용한 구  사례를 소개한다.

4.1 웹 서비스 보안성 향상을 위한 통합 방안

 SOA의 표 인 특징인 약 결합(Loosely Coupled)으로 

인해 거시 시스템과의 통합 시 기존 보안 구 의 약

들까지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WS

-Security  WS-Trust 표 을 활용하여 웹 서비스 보

안과 시스템에 Crash 는 Fault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의 신뢰성 향상을 한 회복 

기법을 구 했다. 로그를 기반의 신뢰성 향상을 한 회

복 기법은 [1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웹서비스의 보

안성 향상을 해 구 한 개별 인증방법과 사용자 권한 

별 서비스 제공방법을 용한 Security Module의 구 을 

소개한다. 

 개별 인증을 통한 근 제어방법은 다음 그림 5의 형태

로 개별 인증과정을 거친다.

그림 5 개별 인증을 통한 인증 방법

 PAS(Process/Analysis Server) Process에서 Engineering 

Service Server에 서비스 요청 시 임의의 사용자가 근

할 수 없도록 하기 해 엔지니어링 서비스 서버에 ID와 

패스워드의 인증정보를 암호화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인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하

다. 개별 인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 으며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의 ID, 패스워드  서비스 사용 

권한 벨 등의 각종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6은 사용자 벨, 제공 서비스 사이에 계 정보

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서비스를 요청하 을 때 권한을 

검증하여 서비스를 제공/거 하는 방법을 도식화한 것이

다. 이를 통해 서비스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 시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용자의 벨에 맞는 응답을 해주게 되

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6 사용자 권한 별 서비스 제공 방법

 사용자의 권한 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데이터베이

스의 사용자 테이블에 벨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벨을 분류하고 벨에 따라 제공 서비스에 차이를 두

게 된다. 웹 서비스 서버에 속한 서비스 사용자의 정

보를 장하고 장된 정보를 통해 사용자의 가입 여부

를 별한다. 한 사용자 개인의 권한을 부여하여 벨

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구 한다. 

 그림 7은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사용자의 정보  

벨을 리자용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연동하여 나타낸 그

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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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사용자의 정보  벨 리 인터페이스

4.2 웹 서비스 신뢰성 향상을 위한 통합 방안

 엔지니어링 임워크의 신뢰성 향상을 해 각 시스

템 구성 요소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로그 기반의 회복 

기법을 용하여 장애발생 이 의 상태로 정상 인 복구

를 하기 한 Logging Module을 구 하 다. 이는 PAS 

로세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 서버의 상호 통신 에 

내외부 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복

구하기 해 데이터베이스에 로그를 기록하고 이를 모니

터링한다. 

그림 8 작업로그  모니터링을 한 인터페이스

5. 결론 및 향후연구

 본 연구에서 제안한 통합 방안은 OASIS, W3C, WS-I

등의 표  기 에서 정해진 웹서비스 명세를 수하

다. 웹서비스는 표  인터넷 로토콜의 이용, 약 결합, 

SOAP 로토콜의 사용, WSDL 명세 등의 장 을 기반으

로 거시 시스템과 통합되기 때문에 복잡성을 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거시 시스템에 웹서비스

를 용함으로써 고가의 거시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고 

이로 인해 구매/유지비용의 감소  보안성, 신뢰성, 유

연성, 상호운용성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 된다. 향

후에는 최근 기업 간 통합 시스템 구축과 련되어 주목 

받고 있는 시맨틱 웹(Semantic Web)을 용한 차세  

통합 환경에 한 연구를 시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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