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1, No. 5, May 2008(pp. 710-727)

서비스지향 컴퓨팅 시스템으로의 확장을 위한

컴포넌트 기반의 서비스 식별

최미숙†, 이서정††, 이종석†††, 양승원††††

요 약

서비스지향 컴퓨팅 시스템은 시스템의 기능적 단위인 서비스들을 재사용함으로 해서 개발 시간과 노력을 줄이

는 특성 때문에 분산 환경이 일반화 되면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서비스의 재사용은 서비스들 간의

느슨한 결합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상속 및 포함 관계와 같은 객체지향 시스템의 강한

연관 관계들은 객체들 간에 강한 결합을 생성한다. 상속 관계와 포함 관계가 없는 컴포넌트 기반의 시스템은

컴포넌트들 간에 느슨한 결합을 생성한다. 그리하여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들에 의해서 제공된 기능을 사용해서

실시간에 서비스지향 시스템의 서비스를 실현한다. 따라서 컴포넌트기반 시스템은 기능적 서비스 단위들을 효율적

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지향 컴퓨팅 시스템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지향 컴퓨팅 시스템을

지원하는 기존의 방법들은 서비스 계층의 명확한 분류 및 서비스 계층에 따른 명확한 서비스 식별 가이드라인

그리고 서비스 계층 간의 매핑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관점의 서비스와

구현 관점의 서비스를 계층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서비스 식별 가이드라인 및 각 계층의 서비스들 간의 매핑을

제안한다. 즉, 우리는 서비스 계층과 다양한 크기의 서비스 식별 방법을 연구하고, 각 계층의 서비스들 간의 매핑

방법을 도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컴포넌트 기반 시스템을 서비스 지향 컴퓨팅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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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rvice-oriented computing systems have been issued by their properties of reducing software develop-

ment time and effort by reusing functional service units. The reusability of services can effectively promote

through loose coupling between services. But strong associations of object-oriented systems such as in-

heritance and aggregation create a rather tight coupling between objects. The component-based systems

without inheritance and aggregation create a loose coupling between components. Thus components provide

service realization at runtime using the functionality provided by their interfaces. Therefore legacy compo-

nent-based systems need to have service-oriented computing concept in order to support functional service

units efficiently. Also, conventional methods for service-oriented computing system have not suggested

the clear classification of service layers, the clear service identification guideline introducing service layers

and a service mapping method between serviceces of each layer. Therefore we suggest the service classi-

fication and the identification guideline of business view and implementation view introducing layers and

propose a mapping between two views. That is, we research service layers, service identification, diversified

service sizes and a service mapping method between services of each layer. This can be applied to legacy

component-based system to extend to the service-oriented compu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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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대학의 연구 그룹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

들은 서비스지향 컴퓨팅(Service-Oriented

Computing) 시스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비스지향 컴퓨팅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들

은 새로운 표준적 아키텍처 스타일이 되고 있고 소프

트웨어 공학의 차세대 스텝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

다[1].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은 네트워크 상에서 재사

용이 가능한 공유 서비스의 집합으로, 서비스의 인터

페이스(interface)와 구현(implementation)을 분리시

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서비스 인터페이스와

구현부를 분리시킴으로 해서 변화하는 사용자의 요

구에 애플리케이션들이 쉽게 대체될 수 있고 구현부

는 해체됨이 없이 서비스의 조합과 재사용에 의해서

진화될 수 있다[2]. 즉, 서비스지향 컴퓨팅 시스템은

서비스들을 재사용함으로 해서 개발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서비스지향 컴퓨팅 시스템은 서비스들 사이

에 상속 관계와 포함 관계를 지원하지 않으며 서비스

들 사이에 느슨한 결합을 통하여 재사용성, 자율성,

상호운용성, 조합성을 증진하는 방법이다. 객체지향

시스템은 클래스들 간에 상속 관계와 포함 관계등을

지원하여 클래스들 사이에 강한 연관 관계를 생성하

고 비즈니스 모델링 관점에서, 클래스는 서비스의 크

기(granularity) 및 추상화 레벨이 너무 낮다[3]. 따라

서 객체지향 시스템은 서비스 지향 시스템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컴포넌트기반 시스템은 상속 관계

및 포함 관계와 같은 강한 연관 관계가 없어 컴포넌

트들 사이에 느슨한 결합을 생성하고, 컴포넌트 인터

페이스들에 의해서 제공된 기능을 통해 실시간에 서

비스를 실현한다[4]. 따라서 서비스지향 컴퓨팅 시스

템을 위한 서비스의 설계는 컴포넌트기반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컴포넌트 기

반 시스템은 서비스 지향 컴퓨팅 시스템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지향 시스템의 특징과 이

점을 명백히 나타내려면 서비스지향을 전사적 기업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전파시키는 수단이 필

요하다. 이것은 서비스 계층의 추상화를 통해서 바로

실현될 수 있고[5] 각 서비스 계층은 느슨한 결합을

가진 서비스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지향

시스템을 지원하는 기존의 방법들[3,4,6,7,8,9]은 서

비스 계층의 명확한 분류 및 각 서비스 계층에 대한

명확한 서비스 식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서비스 입자의 크기 및 서비스 관점 차이에 의

한 의미적 불일치를 해결하고 서비스의 효율적 재

사용 및 관리를 위해서, 각 서비스 계층 간 매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관점의 서비스로

부터 구현 관점까지 서비스를 계층으로 나누어 분류

하고 각 계층에 대한 서비스 식별 가이드라인 및 서

비스 계층 간의 매핑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

는 컴포넌트기반 시스템과 서비스지향 시스템과의

관계, 서비스지향 아키텍처 그리고 기존의 방법론들

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서비스 계층의 분류 및 서비

스 계층에 따른 서비스 식별 가이드라인 그리고 서비

스 계층 간의 매핑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방법의 효율성을 분석 평가한다. 5장에서

는 본 논문의 결론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2.1 컴포넌트기반 시스템과 서비스지향 시스템

서비스지향 시스템은 컴포넌트기반 시스템에서

추상화 레벨이 한층 더 높아진 서비스들의 조합에 의

해 구축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다. 따라서, 컴포

넌트기반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들을 비즈니스 관점으

로 추상화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컴포넌트 기반 시스

템을 재 사용하여 서비스지향 시스템을 구축한다. 즉,

서비스지향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비즈니스 수준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컴포넌트기반

시스템의 컴포넌트를 개발하고 구현한다.

2.2 서비스지향 아키텍처

서비스지향 컴퓨팅 시스템을 위한 서비스지향 아

키텍처는 서비스 계층을 별도로 구성한다는 측면에

서 다른 아키텍처와 차이가 있다. 시스템의 전체 구

조에서 서비스 계층은 기존의 비즈니스 계층과 애플

리케이션 계층인 컴포넌트 계층 사이에 추상화된 형

태로 존재한다. 서비스 계층이 비즈니스 계층과 애플

리케이션 계층인 컴포넌트 계층 사이에 위치함으로

써, 서비스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로직뿐만 아니라 물

리적인 애플리케이션 로직도 캡슐화할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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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비스 계층

그림 1에서 제시하듯이 비즈니스 계층과 애플리

케이션 계층을 연결하는 중간 계층의 서비스는 상위

서비스가 하위 서비스를 캡슐화하며 서비스의 추상

화 정도에 따라 서비스 계층의 구성은 달라진다[5].

따라서, 서비스의 추상화 정도에 따른 서비스 계층의

분류 및 각 서비스 계층의 서비스 식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비즈니스 관점의 서비스 계층과 구현 관점

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대한 의미적 불일치를 해결

하기 위해 매핑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계층의 서

비스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재사용 단위인 클래스

나 컴포넌트 보다는 기능적 재사용 단위인 서비스

관점의 좀 더 높은 추상화가 필요하다.

2.3 기존의 서비스 식별 방법

[3]의 SOAD(Service-Oriented Analysis and

Design)는 OOAD, EA, BPM 방법을 혼합 적용하여

서비스지향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방법론이다.

SOAD는 서비스지향 아키텍처를 위하여 비즈니스

계층, 서비스 계층, 컴포넌트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

지만 서비스 계층의 분류 기준 및 서비스 계층에 따

른 서비스 식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4]의 SOMA(Service-Oriented Modeling and

Architecture)는 서비스지향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방법론이다. SOMA는 서비스지향 아키텍처를 위하

여 7 단계의 계층으로 나누고 있지만 서비스 계층에

대한 분류 및 서비스 식별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고 있지 않다. [6]은 휘처분석(Feature Analysis) 방

법[10]을 도입하여,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서비스

지향으로 확장하기 위한 서비스 식별 방법을 제안하

고 있다. 기존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모델은 대 다수

UML(Unified Modeling Language)기반으로 정의

된다. 따라서, 레거시 시스템을 서비스지향으로 확장

하기 위해 UML 기반의 모델에 휘처 모델(Feature

Model)을 다시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6]은 서비스 계층의 분류 및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7]은 액터들 사이의 상호 교류에 기반한 서

비스 식별 방법으로 서비스 계층에 따른 다양한 추상

화 관점의 서비스 식별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8]

의 SOUP(Service Oriented Unified Process)은 기

능적 요구 사항과 비기능적 요구 사항을 파악한 후

하향식 방법(Top-Down)으로만 유스케이스 단위의

서비스를 식별하고 서비스 계층에 대한 분류 및 서비

스 식별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9]

은 서비스 계층에 대한 분류를 제시하지 않고 유스케

이스 단위의 서비스만을 식별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

한 기존의 서비스 식별 방법들은 서비스 계층 간의

매핑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컴포넌트기반의 서비스 식별

본 장은 컴포넌트기반의 시스템을 서비스지향 컴

퓨팅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서비

스 계층의 분류 및 서비스 계층에 따른 서비스 식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각 서비스 계층 간 매

핑을 제시한다.

3.1 서비스 계층의 분류

본 논문은 서비스 계층을 비즈니스 관점, 시스템

관점 그리고 구현 관점으로 나누어 분류한다. 비즈니

스 관점에서는 서비스를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계

층,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 그리고 유스케이

스 서비스 계층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시스템 관점에

서는 이벤트 서비스 계층으로 정의한다. 또한 구현

관점은 컴포넌트 계층으로 정의 한다.

3.1.1 비즈니스 관점의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

서브 시스템 단위의 서비스로 업무 관점의 기능

분할을 통해서 시스템을 적절한 단위 업무로 분할한

후에 그 단위 업무가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들에

의해서 실현될 경우 그 서비스를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의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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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서비스 계층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은 가장 큰 입자이면서

가장 느슨한 결합도를 가지는 서비스들로 구성된 가

장 상위 계층이다.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의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의 실현은 비즈니스 컴포넌

트 서비스들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비즈니

스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과의 효율적인 추적과 매핑

이 가능하다.

3.1.2 비즈니스 관점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

상호 의존이 강한 유스케이스들을 그룹화한 단위

를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의 비즈니스 컴포

넌트 서비스로 정의한다.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은 상호 의존이 강한 유스케이스들을 그룹화한

단위의 서비스들이므로 느슨한 결합도를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단위의 조합이

나 분리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의

추가에 의해서 서비스를 유연하게 조립할 수 있으므

로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의 재 사용이 용이하다.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의 비즈니스 컴포넌

트 서비스의 실현은 유스케이스들에 의하여 이루어

지므로 유스케이스를 단위로한 유스케이스 서비스

계층과의 효율적인 매핑과 추적이 가능하다.

3.1.3 비즈니스 관점의 유스케이스 서비스 계층

유스케이스 단위의 서비스를 유스케이스 서비스

계층의 유스케이스 서비스로 정의한다. 비즈니스 관

점에서 유스케이스는 단위 서비스 후보가 될 수 있

다. 그러나 기존의 서비스 식별 방법들은 유스케이스

가 가장 좋은 서비스 후보가 된다[4]라고만 명시하고

있지 서비스로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의 3.2.4절에서 유스

케이스 서비스 식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스케이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벤트를 포함하는 유스케이스를 단위 유스

케이스 서비스로 정의하고 여러 개의 이벤트를 포함

하는 유스케이스는 복합 유스케이스 서비스로 정의

한다. 따라서 유스케이스 서비스 계층의 유스케이스

서비스의 실현은 시스템 관점의 이벤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이벤트를 단위로한 이벤트 서비스 계

층과의 효율적인 매핑과 추적이 가능하다.

3.1.4 시스템 관점의 이벤트 서비스 계층

이벤트 단위의 서비스를 이벤트 서비스 계층의 이

벤트 서비스로 정의한다. 액터의 요청에 기반한 서비

스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 서비스를 구성한다.

이벤트 계층의 서비스는 상속관계나 포함관계가 없

어 느슨한 결합도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인터페이

스에 의해서 실현된다. 따라서 이벤트 서비스 계층의

이벤트 서비스의 실현은 구현 관점의 컴포넌트 인터

페이스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구현 계층인 컴포

넌트 계층과 효율적인 매핑과 추적이 가능하다. 이벤

트 단위의 서비스의 조합이나 분리 그리고 새로운

이벤트 서비스의 추가에 의해서 서비스를 유연하게

조립할 수 있으므로 이벤트 계층의 서비스에 대한

재 사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3.1.5 구현 관점의 컴포넌트 계층

컴포넌트기반의 시스템은 기능 및 구조적으로 밀

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클래스들을 그룹화하여 독립

적인 단위로 개발한다. 컴포넌트 기반 시스템의 기능

실현은 각 컴포넌트가 포함하고 있는 컴포넌트 인터

페이스 메소드에 의해서 실행이 되거나 컴포넌트 간

의 인터페이스 메소드들의 상호협력에 의해서 이루

어 진다. 따라서 이벤트 서비스 계층의 이벤트 서비

스 실현은 컴포넌트기반 시스템이 포함하고 있는 컴

포넌트 인터페이스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3.2 서비스 계층의 서비스 식별

본 절은 서비스 계층에 따른 서비스 식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온라인 도서 주문 시스템[11]을 중

심으로 서비스 식별 방법을 설명한다. 온라인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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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시스템은 고객이 인터넷을 사용하여 온라인 서

점에서 도서 목록을 검색하고 원하는 도서를 장바구

니에 담아 주문하는 시스템이다. 다음 그림 3은 온라

인 도서 주문 시스템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제

시한다.

3.2.1 컴포넌트기반의 서비스 식별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컴포넌트기반의 서비

스 식별을 위해서 세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컴포넌트기반의 시스템 분석, 설계 모델이 존

재할 경우, 두번째는 객체지향기반의 시스템 분석,

설계 모델이 존재할 경우, 세번째는 시스템을 새롭게

분석, 설계해야할 경우이다. 첫번째의 경우와 두번째

의 경우, 모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식별 가이드라인

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다. 세번째의 경

우는 컴포넌트기반 시스템 분석, 설계 모델을 만든

후 적용한다. 기존의 컴포넌트기반 모델이 잘못 설계

되었을 경우에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서비스 식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더욱 정확하게 서비스를 식

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계층에 따른 서

비스 식별을 위해서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을

모두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다음 표 1에서 제시 한다.

그림 3. 온라인 도서 주문 시스템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표 1. 서비스 식별을 위한 상향식/하향식 방법의 적용

서비스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유스케이스
서비스

이벤트
서비스

식별
방법

상향식,
하향식 방법

하향식
방법

하향식
방법

상향식
방법

서비스 식별을 위한 프로세스는 시스템 컴포넌트 서

비스 후보 식별 →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식별

→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식별 → 이벤트 서비스

식별 → 유스케이스 서비스 식별순으로 진행한다.

3.2.2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본 절은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식별을 위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 1 하향식 방법에 의한 기능 분할을

통해서 시스템을 적절한 단위 업무로 분할한 후에

그 단위 업무가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들의 조합

에 의해 실현될 경우 그 기능을 시스템 컴포넌트 서

비스로 식별한다.

가이드라인 1에 의해서, 온라인 도서 주문 시스템

의 경우, 시스템을 적절한 단위 업무로 분할해 보면

시스템은 도서 주문을 위한 온라인 도서주문관리, 직

원의 급여등등에 관한 회계관리,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관리등등이 될 수 있다. 이때 온라인 도서주

문관리는 3.2.3절의 그림 7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회원

관리, 주문관리, 도서관리, 우편번호관리등의 비즈니

스 컴포넌트 서비스들의 조합에 의하여 그 기능이 실

현된다. 따라서, 온라인 도서주문관리는 시스템 컴포

넌트 서비스가 된다. 온라인 도서 주문 시스템의 경우

식별된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는 그림 4와 같다.

3.2.3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는 상호 의존이 강한 유

스케이스들의 조합에 의하여 생성되는 서비스이다.

본 절에서는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의 서비

스를 식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유스케이스 관점

과 비즈니스 컴포넌트 관점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3.2.3.1 유스케이스 관점

유스케이스 관점에 의한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

그림 4. 온라인 도서주문 시스템의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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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식별은 1 단계로 유스케이스를 그룹화하여 도출

된 결과를 2 단계의 유스케이스 그룹화 가이드라인

을 적용하여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를 식별한다.

<1 단계 유스케이스 그룹화>

가이드라인 1-1 유스케이스들이 각각 다른 프로

세스의 흐름으로 처리되지만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참조하지 않고 하나의 클래스만을 동시에 같이 참조

하여 기능을 실행한다면 그러한 유스케이스들은 한

클래스만을 대상으로한 기능 실행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유스케이스들은 그룹화 한다.

가이드라인 1-2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유

스케이스들의 관계가 포함관계(include relation-

ship)를 갖는다면 서로 분리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관계의 유스케이스들은 그룹화 한다.

가이드라인 1-3 각각의 유스케이스들이 공유하

는 유스케이스들을 그룹화하여 공유 비즈니스 컴포

넌트 서비스로 식별한다.

<2 단계 유스케이스 그룹화에 의한 비즈니스 컴

포넌트 서비스 식별>

2 단계는 1 단계 유스케이스 그룹화 가이드라인에

의해 도출된 유스케이스들 사이의 클래스 및 클래스

참조 관계의 유형을 고려하여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

비스를 식별한다.

가이드라인 1-4 임의의 유스케이스가 포함하는

클래스나 클래스들을 다른 유스케이스도 완전히 포

함하여 참조하고 참조되는 클래스의 유형이 같다면

그러한 유스케이스들은 참조 클래스에 의한 포함관

계이므로 그룹화하여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로

식별한다.

가이드라인 1-5 임의의 유스케이스가 포함하는

클래스나 클래스들을 다른 유스케이스도 완전히 포

함하여 참조하지만 클래스의 참조 유형이 다르다면

그러한 유스케이스들은 서로 다른 참조 클래스 유형

에 의하여 완전한 포함관계가 아니고 연관관계이다.

따라서 그들은 분리하여 각각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

비스로 식별한다.

가이드라인 1-6 임의의 유스케이스가 포함하는

클래스를 다른 유스케이스가 부분적으로 참조한다

면 그러한 관계의 유스케이스들은 클래스 부분 참조

에 의한 연관관계이므로 서로 분리하여 각각의 비즈

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로 식별한다.

가이드라인 1-7 1 단계의 결과로 도출된 유스케

이스들이 2 단계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다른 유스

케이스들과 그룹화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각각 비즈

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로 식별한다.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중 온라인 도서 주문관리

시스템의 경우, 그림 3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과

아래 그림 5의 비즈니스 객체 모델을 참조하여 비즈

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사례를 다음

에서 제시한다.

<1 단계 유스케이스 그룹화의 사례>

가이드라인 1-1의 경우

# 회원가입, 회원정보변경, 회원탈퇴, 로그인 유스

케이스는 프로세스의 흐름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클래스인 회원정보를 참조하므로 회원관리로 그룹

화한다.

# 도서목록검색은 하나의 클래스인 도서정보를 참

조한다.

가이드라인 1-2의 경우

# 그림 3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보면 도서주

문 유스케이스는 주문완료 유스케이스와 포함관계

이므로 그들은 도서주문으로 그룹화 한다.

가이드라인 1-3의 경우

# 그림 3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보면 우편번

호 검색 유스케이스는 회원 가입, 회원 정보 변경등

의 유스케이스에서 공통으로 참조하는 유스케이스

이다. 따라서 우편번호 검색 유스케이스는 공유 비즈

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로서 식별된다.

그림 5. 온라인 도서주문 시스템의 비즈니스 객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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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유스케이스 그룹화의 사례>

다음 표 2는 1 단계 유스케이스 그룹화의 결과와

각 유스케이스의 실현을 위해서 참조되는 클래스와

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표 2에서 1이라고 표시 되

어 있는 유스케이스는 1 단계 가이드라인의 적용 결

과이다. 또한, 각 유스케이스의 실현을 위한 클래스

의 부분 참조는 P(Partially) 그리고 완전참조는

F(Fully)로 표 2에 표시되어 있다.

가이드라인 1-4의 경우

# 장바구니 관리 유스케이스의 참조 클래스들인

도서, 도서품목, 장바구니 클래스들은 도서주문 유스

케이스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가이드라인 1-4에 의

해서 장바구니 관리는 도서주문 유스케이스들과 그

룹화 된다.

# 도서주문과 주문취소, 결제확인, 배송상태확인,

주문조회 유스케이스들은 참조 클래스들에 의한 포

함관계이므로 그들은 그룹화 된다.

가이드라인 1-5와 1-6의 경우

# 장바구니 관리, 도서주문 유스케이스들은 도서

정보를 부분 참조하지만 도서목록검색은 도서 클래

스의 데이터를 완전 참조 즉, 포함하므로 장바구니

관리, 도서주문 유스케이스들과 도서목록검색 유스

케이스와의 관계는 도서 클래스 참조의 형태에 의한

연관관계이므로 가이드라인 1-5와 1-6에 의해서 이

들은 분리된다.

가이드라인 1-7의 경우

# 1 단계의 결과로 도출된 우편번호검색, 도서목록

검색, 회원관리 유스케이스들이 1-4, 1-5, 1-6의 가

표 2. 유스케이스와 데이터(클래스) 참조와의 관계

유스케이스

서비스
회
원

도
서

도
서
품
목

장
바
구
니

도
서
주
문

배
송
요
청

배
송

배
송
상
태

우
편
번
호

1. 회원 관리 F F

장바구니 관리 P F F

1. 도서주문 P P F F F F F F

주문취소 F F F F

결제확인 F F F F

배송상태확인 F F F

주문조회 F

1. 도서목록검색 F

1. 우편번호검색 F

이드라인에 의하여 다른 유스케이스들과 그룹화 되

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각각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

스로 식별한다.

따라서 가이드라인 1-4에 의해서 장바구니 관리,

도서주문, 주문조회, 주문취소, 결제확인, 배송상태

확인 유스케이스들은 그룹화 되어 주문관리 비즈니

스 컴포넌트 서비스로 식별된다. 가이드라인 1-5와

1-6 그리고 1-7의 결과에 의해서 우편번호검색, 회

원관리, 도서목록검색 유스케이스들이 각각 비즈니

스 컴포넌트 서비스로 식별된다. 따라서 주문관리,

회원관리, 도서목록검색인 도서관리, 우편번호검색

인 우편번호관리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가 식별

된다.

3.2.3.2 비즈니스 컴포넌트 관점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포함하고 있는 유스케이스

들을 그룹화한 단위를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로

식별한다. 즉, 상호 의존이 강한 클래스들을 그룹화

해서 비즈니스 컴포넌트로 식별하고 각각의 기능인

유스케이스들은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통해서 그 기

능을 실현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포함하

고 있는 유스케이스들은 상호 의존이 강한 유스케이

스들이므로 유스케이스들을 그룹화한 단위는 비즈

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로 식별된다. 다음 가이드라인

은 상호 의존이 강한 클래스들을 그룹화 해서 비즈니

스 컴포넌트로 식별한 다음 식별된 비즈니스 컴포넌

트가 포함하고 있는 유스케이스들을 그룹화 해서 비

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로 식별하기 위한 가이드라

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 2-1 클래스들 사이의 관계가 포함관

계와 상속관계인 경우, 그들은 상호 의존이 강한 관

계이므로 그룹화 되어야 한다. 클래스들 사이가 연관

관계라 하더라도 임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의

해서 의존되어 데이터가 생성될 경우 데이터 생성

관계에 의해서 상호 의존이 강한 관계이므로 그룹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호 의존이 강한 클래스들은

그룹화 되어 비즈니스 컴포넌트로 식별되고 각 비즈

니스 컴포넌트가 포함하고 있는 유스케이스들은 그

룹화되어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로 식별된다.

가이드라인 2-2 가이드라인 1-3과 같다.

아래의 그림 6은 가이드라인 2-1에 의해서 클래스

들 간에 상호 의존 관계를 고려하여 식별된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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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온라인 도서 주문관리 시스템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컴포넌트들이다. 즉, 주문 클래스의 데이터가 생성되

면 동시에 배송 클래스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그들은

1:1 관계이다. 또한 배송 클래스는 다시 배송상태 클

래스와 포함관계이다. 따라서, 클래스다이어그램에

서 배송 클래스가 주문클래스와 연관관계라 해도 배

송 클래스는 주문 클래스에 완전히 의존되어 데이터

가 생성되므로 그들은 종속관계이다. 배송 클래스는

배송상태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 포함관계이므로

그들 역시 강한 의존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장바구

니 클래스의 데이터가 생성되면 동시에 도서품목 클

래스의 데이터가 생성되므로 그들은 포함관계이다.

주문 클래스는 다시 도서품목 클래스와 포함관계이

고 배송요청은 도서품목 클래스와 포함관계이다. 따

라서 가이드라인 2-1에 의해서 주문, 배송, 배송상태,

장바구니, 도서품목, 배송요청 클래스는 그룹화되어

주문관리 비즈니스 컴포넌트로 식별된다. 또한, 주문

클래스는 회원 클래스의 일부 데이터를 참조하는 연

관관계이므로 그들은 그룹화되지 않는다. 우편번호

클래스 역시 회원 클래스와 데이터를 생성하는 관계

가 아닌 데이터를 참조하는 연관관계이므로 그들은

그룹화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각각 회원클래스

를 포함하는 회원관리 비즈니스 컴포넌트와 우편번

호 클래스를 포함하는 우편번호관리 비즈니스 컴포

넌트로 식별된다. 마지막으로, 도서품목 클래스는 도

서 클래스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관계가 아닌 도서

클래스의 데이터를 일부 참조하는 연관관계이므로

종속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룹화 되지 않으

므로 도서 클래스를 포함한 도서관리 비즈니스 컴포

넌트가 식별된다.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포함하고 있는 유스케이스

들을 그룹화한 단위를 비즈니스컴포넌트 서비스로

식별한다. 따라서 다음 그림 7은 각각의 비즈니스 컴

포넌트에 의해서 식별된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와 그들이 포함하는 유스케이스를 제시한다.

3.2.4 유스케이스 서비스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는 유스케이스를 그룹

그림 7. 각비즈니스컴포넌트서비스가포함하고있는유스케

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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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서 식별하므로 그 다음 서비스 계층은 유스케이

스 서비스 계층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유스케이스

단위의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식별하고 정의한다. 액

터의 요청으로부터 그 결과를 출력하는 한 단위가

되는 기능적 서비스 단위를 이벤트라 한다. 하나의

유스케이스는 액터 관점에서 하나의 이벤트를 포함

하거나 여러 개의 이벤트를 포함할 수 있다. 액터의

요청은 시스템이 제공해야할 서비스가 되므로 단일

이벤트는 단위 서비스가 된다. 액터 관점의 유스케이

스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스템은 단일 이벤트

의 실행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개의 단일 이벤트들의

조합에 의한 실행에 의하여 그 결과를 제공한다. 따

라서 하나의 이벤트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관점의 서

비스를 단위 유스케이스 서비스로 정의하고 여러 개

의 이벤트를 포함하는 유스케이스는 비즈니스 관점

의 복합 유스케이스 서비스로 정의한다. 기존의 컴포

넌트 기반이나 클래스 기반의 레거시 시스템은 대

다수 UML 기반의 모델을 생성하므로 유스케이스

단위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유스케

이스 서비스 계층의 유스케이스 서비스는 단일 유스

케이스 서비스와 복합 유스케이스 서비스로 분류하

고 가이드라인은 다음에서 제시한다.

가이드라인 1 하나의 이벤트를 포함하는 유스케

이스는 비즈니스 관점의 단위 서비스인 단위 유스케

이스 서비스로 식별하고 여러 개의 이벤트를 포함하

는 유스케이스는 비즈니스 관점의 복합 유스케이스

서비스로 식별한다.

가이드라인 1에 의해서 온라인 도서 주문관리 시

스템의 유스케이스 서비스는 각 유스케이스가 포함

하는 이벤트에 의하여 단위 유스케이스 서비스와 복

합 유스케이스 서비스로 식별될 수 있으며 그 예는

3.4절의 표 4에서 제시하고 있다. 즉, 회원 조회는 단

위 유스케이스 서비스이며 회원가입이나 도서 주문

은 복합 유스케이스 서비스이다.

3.2.5 이벤트 서비스

각각의 유스케이스는 액터 관점의 이벤트들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이벤트 서비스 계층의 이벤트 서비

스 식별은 각 유스케이스당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이

용한다.

가이드라인 1 액터의 요청에 의한 이벤트를 비즈

니스 컴포넌트나 비즈니스 컴포넌트들이 처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저장할 경우의

한 단위를 이벤트 서비스로 식별한다.

가이드라인 2 액터의 요청에 의한 이벤트를 비즈

니스 컴포넌트나 비즈니스 컴포넌트들이 처리한후

그 처리 결과를 요청한 액터에게 반환하는 한 단위를

이벤트 서비스로 식별한다.

가이드라인 3 액터의 요청에 의한 이벤트를 비즈

니스 컴포넌트나 비즈니스 컴포넌트들이 처리한후

그 처리 결과를 다른 액터에게 보낼 경우 이벤트 서

비스로 식별한다.

그림 8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보여주고 있듯

이 회원가입 유스케이스는 4 개의 이벤트를 포함한

다. 회원가입 유스케이스의 기등록회원체크 이벤트,

중복아이디체크 이벤트, 우편번호검색 이벤트는 처

리 결과를 다시 요청한 액터에게 반환해 주는것까지

한 단위가 되는 경우이므로 가이드라인 2에 의해서

이벤트 서비스로 식별된다. 회원정보등록 이벤트는

액터의 요청에 의해서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저장하는 이벤트이므로 가이드라인 1

에 의해서 이벤트 서비스로 식별된다. 따라서 회원가

입 유스케이스는 기등록회원체크 이벤트 서비스, 중

복아이디체크 이벤트 서비스, 회원정보등록 이벤트

서비스, 우편번호검색 이벤트 서비스가 식별된다.

그림 8. 회원가입 유스케이스 서비스의 이벤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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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컴포넌트 계층

그림 9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시스템 관점의 이벤

트 서비스는 구현 관점의 컴포넌트 인터페이스와 매

핑이되고 이벤트의 실행은 구현 관점의 서비스인 컴

포넌트의 인터페이스 메소드나 컴포넌트 간의 인터

페이스 메소드들의 상호협력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따라서, 그림 9는 회원가입 복합 유스케이스 서비스

에서 식별된 기등록회원체크 이벤트 서비스, 중복아

이디체크 이벤트 서비스, 회원정보등록 이벤트 서비

스 그리고 우편번호검색 이벤트 서비스가 각각 구현

계층의 회원관리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 메소드인

checkRegMbr(), checkDupMb(), registerMbr()와

우편번호관리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 메소드인

getAddress()로 각각 매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은 온라인 도서 주문관리 시스템의 컴포넌

트 다이어그램으로 각각의 구현 컴포넌트와 그들의

인터페이스들을 보여주고 있다.

3.3 비즈니스 관점으로부터 구현 관점으로의 서비스

매핑

서비스 계층 간의 의존 관계의 특성을 부여하여

그림 9. 회원가입 이벤트 서비스에 대한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메소드

그림 10. 온라인도서주문관리시스템의컴포넌트다이어그램

각 서비스 계층의 서비스들 간에 매핑이 잘 정의되고

모델화될 수 있다면 그들은 또 다른 응용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재 사용될 수 있고 서비스들을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은 서비스 계층 및 서비

스 계층 간의 매핑 관계를 명확히 명시하기 위한 추

상화 모델을 정의하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한 매핑 테이블을 정의한다.

3.3.1 서비스 계층 간의 매핑을 위한 추상화 모델

상위 서비스 계층의 서비스는 하위 서비스 계층의

서비스에 의존되어 기능을 실현하므로 상위 서비스

계층의 각각의 서비스는 하위 서비스 계층의 서비스

들과 매핑이 된다. 따라서 본 절은 서비스 계층 간의

의존적 특성을 부여하여 서비스 계층 및 서비스 계층

간의 매핑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한 추상화 모델을

제시한다.

[정의 1] 서비스지향 컴퓨팅 시스템의 서비스

계층

서비스지향 컴퓨팅 시스템은 시스템 컴포넌트 서

비스 계층(SL),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

(BL), 유스케이스 서비스 계층(UL), 이벤트 서비스

계층(EL), 컴포넌트 계층(IL) 등 유한 개의 서비스

계층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서비스 지향 컴퓨팅 시

스템을 S라 하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ILELULBLSLS ,,,,=

[정의 2]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

가장 상위 계층의 서비스인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

스 계층은 유한 개의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들로

구성된다.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이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들을 )...1( jiSS i = 라 하

면,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인 SL은 다음과 같

이 정의 된다.

{ }jSSSSSSSL ...,,, 21=

[정의 3]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은 유한 개의 비즈

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들로 구성된다. 비즈니스 컴포

넌트 서비스 계층이 포함하고 있는 비즈니스 컴포넌

트 서비스들을 )...1( lkBSk = 라 하면, 비즈니스 컴포넌

트 서비스 계층인 BL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lBSBSBSBL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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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4] 유스케이스 서비스 계층

유스케이스 서비스 계층은 유한 개의 유스케이스

서비스들로 구성된다. 유스케이스 서비스 계층이 포

함하고 있는 유스케이스 서비스들을
)...1( nmUSm =

라 하면, 유스케이스 서비스 계층인 UL은 다음과 같

이 정의 된다.

{ }nUSUSUSUL ...,,, 21=

[정의 5] 이벤트 서비스 계층

이벤트 서비스 계층은 유한 개의 이벤트 서비스들

로 구성된다. 이벤트 서비스 계층이 포함하고 있는

이벤트 서비스들을 )...1( poESo = 라 하면, 이벤트 서

비스 계층인 EL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pESESESEL ...,,, 21=

[정의 6] 컴포넌트 계층

컴포넌트 계층은 유한 개의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들로 구성된다. 컴포넌트 계층이 포함하고 있는 컴포

넌트 인터페이스들을 )1( rqIS q K= 라 하면, 컴포넌트

계층인 IL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rISISISIL ...,,, 21=

[정의 7]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와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와의 매핑

각각의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는 유한 개의 비즈

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들에 의해서 기능이 실현된다.

즉,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 SL의 각각의 시스

템 컴포넌트 서비스 )...1( jiSS i = 들은 비즈니스 컴포

넌트 서비스 계층 BL의 유한 개의 비즈니스 컴포넌

트 서비스들인 )...1( lkBSk = 에 의존된다. 따라서 각각

의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1( jiSS i = 가 의존하는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들 )...1( lkBSk = 에 대한 매

핑인 ki BSSS _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_ ... BLBStsBSSSmeansBSBSBSSSBSSS kikikikikiki Î==

}...,,,{ .2.1. kiii BSBSBS=

[정의 8]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와 유스케이

스 서비스와의 매핑

각각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는 유한 개의 유

스케이스 서비스들에 의해서 기능이 실현된다. 즉,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 BL의 각각의 비즈

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1( lkBSk = 들은 유스케이스

서비스 계층 UL의 유한 개의 유스케이스 서비스들

인 )...1( nmUSm = 에 의존된다. 따라서 각각의 비즈니

스 컴포넌트 서비스
)...1( lkBSk =
가 의존하는 유스케

이스 서비스들 )...1( nmUSm = 에 대한 매핑인

mk USBS _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_ ... ULUStsUSBSmeansUSUSUSBSUSBS mkmkmkmkmkmk Î==

}...,,,{ .2.1. mkkk USUSUS=

[정의 9] 유스케이스 서비스와 이벤트 서비스와

의 매핑

각각의 유스케이스 서비스는 유한 개의 이벤트 서

비스들에 의해서 기능이 실현된다. 즉, 유스케이스

서비스 계층 UL의 각각의 유스케이스 서비스
)...1( nmUSm = 들은 이벤트 서비스 계층 EL의 유한

개의 이벤트 서비스들인
)...1( poESo =
에 의존된다.

따라서 각각의 유스케이스 서비스 )...1( nmUSm = 가

의존하는 이벤트 서비스들
)...1( poESo =
에 대한 매

핑인 om ESUS _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_ ... ELEStsESUSmeansESESESUSESUS omomomomomom Î==

}...,,,{ .2.1. ommm ESESES=

[정의 10] 이벤트 서비스와 컴포넌트 인터페이

스와의 매핑

각각의 이벤트 서비스는 유한 개의 컴포넌트 인터

페이스들에 의해서 구현된다. 즉, 이벤트 서비스 계

층 EL의 각각의 이벤트 서비스 )...1( poESo = 는 컴포

넌트 계층 IL의 유한 개의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들인

)1( rqIS q K= 에 의존된다. 따라서 각각의 이벤트 서

비스
)...1( poESo =
가 의존하는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들 )1( rqIS q K= 에 대한 매핑인 ISES qo _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
{ }ISISIS

ILIStsISESmeansISISISESISES
qooo

qoqoqoqoqoqo

.2.1.

...

,,,
..),,(|)(_

K=

Î==

[정의 11]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로부터 유스

케이스 서비스로의 매핑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의 각각의 시스템 컴

포넌트 서비스 )...1( jiSS i = 는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

비스 계층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들인
)...1( lkBSk = 로 매핑이 되고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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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계층의 각각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1( lkBSk = 는 유스케이스 서비스 계층의 유한 개의

유스케이스 서비스들인 )...1( nmUSm = 으로 매핑이

된다. 따라서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로부터 유스케

이스 서비스로의 매핑인 mki USBSSS __
은 다음과 같

이 정의 된다.

mki USBSSS __
는 위에서 정의한 정의 7에 의하여

다음 식 ①이 정의 되고

)())((__ . mkimkimki USBSUSBSSSUSBSSS ==
①

위의 식 ①은 정의 8에 의하여 다음 식 ②가 정의

된다.

mkimki USUSBS ... )( = ②

따라서 위의 식 ①과 ②에 의하여 시스템 컴포넌

트 서비스로부터 유스케이스 서비스로의 매핑은 다

음 식 ③과 같이 정의 된다.

mkimkimkimki USUSBSUSBSSSUSBSSS ... )())((__ === ③

ULUSBLBSSLSS
Where

mkikii ÎÎÎ ... ,,
:

[정의 12]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로부터 이벤

트 서비스로의 매핑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의 각각의 시스템 컴

포넌트 서비스 )...1( jiSS i = 는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

비스 계층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들인
)...1( lkBSk = 로 매핑이 되고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

스 계층의 각각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1( lkBSk = 는 유스케이스 서비스 계층의 유한 개의

유스케이스 서비스들인 )...1( nmUSm = 으로 매핑이

된다. 또한 유스케이스 계층의 각각의 유스케이스 서

비스
)...1( nmUSm =
는 이벤트 서비스 계층의 유한 개

의 이벤트 서비스들인 )...1( poESo = 로 매핑이 된다.

따라서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로부터 이벤트 서비

스로의 매핑인 omki ESUSBSSS ___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omki ESUSBSSS ___ 는 위에서 정의한 정의 11에

의하여 다음 식 ①이 정의 되고

)(
))((

)))(((___

..

.

omki

omki

omkiomki

ESUS
ESUSBS

ESUSBSSSESUSBSSS

=
=
=

①

위의 식 ①은 정의 9에 의하여 다음 식 ②가 정의

된다.

omkiomki ESESUS ..... )( = ②

따라서 위의 식 ①과 ②에 의하여 시스템 컴포넌

트 서비스로부터 이벤트 서비스로의 매핑은 다음 식

③과 같이 정의 된다.

omki

omki

omki

omkiomki

ES
ESUS

ESUSBS
ESUSBSSSESUSBSSS

...

..

.

)(
))((

)))(((___

=
=
=
=

③

ELESULUSBLBSSLSS
Where

omkimkikii ÎÎÎÎ ...... ,,,
:

[정의 13]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로부터 컴포

넌트 인터페이스로의 매핑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의 각각의 시스템 컴

포넌트 서비스 )...1( jiSS i = 는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

비스 계층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들인
)...1( lkBSk = 로 매핑이 되고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

스 계층의 각각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1( lkBSk = 는 유스케이스 서비스 계층의 유한 개의

유스케이스 서비스들인 )...1( nmUSm = 으로 매핑이

된다. 또한 유스케이스 서비스 계층의 각각의 유스케

이스 서비스
)...1( nmUSm =
는 이벤트 서비스 계층의

유한 개의 이벤트 서비스들인
)...1( poESo =
로 매핑

이 된다. 이벤트 서비스 계층의 각각의 이벤트 서비

스
)...1( poESo =
는 컴포넌트 계층의 유한 개의 컴포

넌트 인터페이스들인 )1( rqIS q K= 로 매핑이 된다.

따라서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로부터 컴포넌트 인

터페이스로의 매핑인 ISESUSBSSS qomki ____ 는 다

음과 같이 정의 된다.

ISESUSBSSS qomki ____ 는 정의 12에 의하여 다음

식 ①이 정의 되고

)(
))((

)))(((
))))((((____

...

..

.

ISES
ISESUS

ISESUSBS
ISESUSBSSSISESUSBSSS

qomki

qomki

qomki

qomkiqomki

=

=

=

=

①

위의 식 ①은 정의 10에 의하여 다음 식 ②가 정의

된다.

ISISES qomkiqomki ....... )(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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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비스 매핑 테이블

비즈니스 관점 시스템 관점 구현 관점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계층

유스케이스

서비스계층

이벤트 서비스

계층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계층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1

SS1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1

BS1.1

유스케이스 서비스 1

US1.1.1
이벤트 서비스 1

ES1.1.1.1
인터페이스 메소드 1

I S1.1.1.1.1

유스케이스 서비스 2 이벤트 서비스 2 인터페이스 메소드 2

이벤트 서비스 3 인터페이스 메소드 3

이벤트 서비스 4 인터페이스 메소드 4

이벤트 서비스 5 인터페이스 메소드 5

이벤트 서비스 6 인터페이스 메소드 6

따라서 식 ①과 ②에 의하여 시스템 컴포넌트 서

비스로부터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로의 매핑은 다음

식 ③과 같이 정의 된다.

IS
ISES

ISESUS
ISESUSBS

ISESUSBSSSISESUSBSSS

qomki

qomki

qomki

qomki

qomkiqomki

....

...

..

.

)(
))((

)))(((
))))((((____

=

=

=

=

=

③

ILISELESULUSBLBSSLSS
Where

qomkiomkimkikii ÎÎÎÎÎ .......... ,,,,
:

3.3.2 서비스 매핑 테이블

비즈니스 관점으로부터 구현 관점까지의 관점 차

이에 의한 의미적 불일치의 해결, 각 서비스 계층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 입자 크기의 선택 및 사용자의

동적인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선택, 서비스들 간의

의존 관계의 명시에 의한 서비스들 간의 추적 관리

및 효율적인 재 사용 그리고 서비스 명세등에 용이하

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

서는 3.3.1절에서 정의한 추상화 모델을 적용하여 서

비스들 간의 관계를 명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매핑

테이블을 다음 표 3에서 제시한다. 서비스 매핑 테이

블에서 서비스 계층 간의 매핑 및 서비스들에 대한

명세는 3.3.1절에서 정의한 추상화 모델을 적용하고

기호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3.4 온라인 도서 주문관리 시스템 사례

본 절은 온라인 도서 주문관리 시스템의 3가지 관

점의 각 계층에서 식별된 서비스들과 서비스들 간의

매핑 사례를 표 4에서 제시한다.

4. 분석 평가 및 기대 효과

서비스지향 컴퓨팅 시스템의 기능적 단위인 서비

스들의 재사용은 서비스들 간의 느슨한 결합에 의하

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은 식

별된 서비스가 느슨한 결합도를 가지는지를 4.1절과

4.2절을 통해서 분석 평가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

시한 서비스 식별 방법에 대한 기대 효과를 4.3절,

4.4절 그리고 4.5절을 통해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6절에서 기존의 서비스지향 컴퓨팅 시스템을 위한

방법론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서 제안한 방법의 효율

성을 평가한다.

4.1 비즈니스 관점의 식별된 서비스에 대한 독립성

다음 표 5에서 온라인 도서 주문관리 시스템에서

식별된 비즈니스 관점의 서비스에 대한 독립성을 구

현 컴포넌트와의 관계를 통하여 보이고자 한다.

위의 표 5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점의 비

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중 도서관리 서비스, 우편번

호관리 서비스는 포함하고 있는 컴포넌트가 단일 컴

포넌트의 기능 실현에 의해서 실행되므로 다른 컴포

넌트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한 회원관리

서비스는 기능 실현을 위해서 회원관리 컴포넌트와

우편번호관리 컴포넌트를 사용하지만 우편번호관리

컴포넌트는 공유 컴포넌트로서 회원관리 컴포넌트

가 참조만하는 관계이므로 회원관리 컴포넌트는 우

편관리 컴포넌트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

서 도서관리 서비스, 우편관리 서비스, 회원관리 서

비스는 다른 서비스와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보다

독립적이므로 느슨한 결합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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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온라인 도서 주문관리 시스템의 서비스 식별 결과 및 서비스 매핑

서비스 계층 구현 계층

비즈니스 관점의 서비스 시스템 관점의 서비스 구현 관점의 서비스

패키지 계층 유스케이스 계층 이벤트 계층 컴포넌트 계층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유스케이스

서비스
이벤트 서비스

구현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 메소드

온라인 북 주문

시스템
서비스
SS1

회원관리
서비스
BS1.1

회원조회

US1.1.1
회원정보조회

ES1.1.1.1
getMemberInfo()

I S1.1.1.1.1

회원가입
US1.1.2

기등록회원체크 checkRegMbr()

중복아이디체크 checkDupMbr()

회원정보등록 registerMbr(),

우편번호 검색 getAddress()

회원정보변경
US1.1.3

회원정보조회 getMemberInfo()

회원정보변경 registerMember()

우편번호 검색 getAddress()

회원탈퇴
US1.1.4

회원정보조회 getMemberInfo()

회원탈퇴 leaveMemeber()

로그인
US1.1.5

로그인 checkRegMbr()

주문관리
서비스
BS1.2

장바구니 관리 US1.2.1
사전조건 :
도서목록검색 실행

장바구니 담기 addCart()

장바구니 조회 viewCart()

장바구니 변경 changeCart()

장바구니 비우기 emptyCart()

도서주문

US1.2.2
사전조건 :
장바구니관리 실행

회원정보조회

(회원정보/배송정보)
getMemberInfo()

결제처리 외부시스템처리

주문정보저장 saveOrder()

도서주문완료 completeOrder()

주문완료
US1.2.3

도서주문완료 completeOrder()

주문조회
US1.2.4

주문조회 getOrderInfos()

주문상세내역조회 getOrderInfos()

주문취소
US1.2.5

주문취소 cancelOrder()

결제확인

US1.2.6

미결제주문조회 getUnpaidOrder()

주문완료 completeOrder()

배송상태확인

US1.2.7
배송상태확인 queryDeliveryStatus()

주문완료

US1.2.8

주문완료에서 실행 requestDelivery()

주문취소에서 실행 cancelDelivery()

도서관리 서비스

BS1.3
도서목록검색

US1.3.1

도서목록조회 searchBooks()

도서상세정보조회 searchBooks()

우편번호관리
: 공유 서비스 BS1.4

우편번호검색
US1.4.1

우편번호검색 get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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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비즈니스 관점의 서비스의 독립성

비즈니스 서비스 관점 비즈니스 컴포넌트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유스케이스

서비스
회원관리 주문관리 도서관리 우편번호 관리

온라인

도서 주문

시스템

서비스

회원관리

서비스

회원조회 √

회원가입 √ √

회원정보변경 √ √

회원탈퇴 √

로그인 √

주문관리

서비스

장바구니 관리 √ √

도서주문 √ √ √

주문완료 √

주문조회 √

주문취소 √

결제확인 √

배송상태확인 √

도서관리 서비스 도서목록검색 √

우편관리 서비스 우편번호검색 √

있다. 또한,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중 주문관리

서비스는 기능 실현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컴포넌트가 주문관리 컴포넌트이고 주문관리 컴포

넌트에 의해서 참조되는 컴포넌트들이 회원관리, 도

서관리 컴포넌트들이다. 이때 회원관리나 도서관리

컴포넌트는 주문관리 컴포넌트가 기능 실현을 위해

서 참조만 하는 관계이므로 주문관리 컴포넌트에 의

해서 회원관리나 도서관리 컴포넌트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관리 서비스 역시 느슨한

결합도를 가지고 있다. 비즈니스 관점의 서비스 중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는 그림 4에서 제시하고 있

듯이 업무 도메인의 기능 분할에 의하여 식별되고

느슨한 결합도를 가진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들

의 조합에 의하여 기능이 실현되므로 식별된 시스템

컴포넌트 서비스는 당연히 느슨한 결합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 시스템 관점의 식별된 서비스에 대한 독립성

다음 표 6에서 온라인 도서 주문관리 시스템에서

식별된 시스템 관점의 서비스에 대한 독립성을 구현

컴포넌트와의 관계를 통하여 보이고자 한다.

위의 표 6에서 제시하고 ⊙는 시스템 관점의 이벤

트 서비스와 매핑되는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메소드

가 기능을 실현할 때에 내부적으로 참조하는 컴포넌

트들을 체크하고 있다. 표 6에서 제시하듯이 표 5에

서 제시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점의 유스케이스 서비

스 보다는 시스템 관점의 이벤트 서비스가 훨씬 느

슨한 결합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벤트 서비스들의 조합에 의하여 유스케

이스 서비스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스템 관

점의 이벤트 서비스는 구현 관점의 서비스인 컴포넌

트의 각각의 인터페이스 메소드와 1:1 매핑이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별된 시스템 관점의

서비스 역시 느슨한 결합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보다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특성을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의 4.1, 4.2절에서 제시

하고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하여 식

별된 서비스는 보다 느슨한 결합도를 가지고 있으므

로 서비스 간의 조합이나 분리 그리고 새로운 서비

스의 추가나 삭제에 의해서 서비스를 유연하게 조립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에 대한 재사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4.3 서비스의 재사용 단위

본 논문은 다양한 크기를 가진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의미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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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스템 관점의 서비스의 독립성

시스템 관점의 서비스 구현 관점의 서비스 컴포넌트

이벤트 서비스 구현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 메소드 회원 관리 주문 관리 도서 관리 우편 관리

회원정보조회 getMemberInfo() √

기등록회원체크 checkRegMbr() √

중복아이디체크 checkDupMbr() √

회원정보등록 registerMbr() √ ⊙

회원정보변경 registerMbr() √ ⊙

회원탈퇴 leaveMemeber() √

로그인 checkRegMbr() √

장바구니담기 addCart() √ ⊙

장바구니조회 viewCart() √

장바구니변경 changeCart() √

장바구니비우기 emptyCart() √

주문정보저장 saveOrder() ⊙ √

도서주문완료 completeOrder() √

주문조회 getOrderInfos() √

주문상세내역조회 getOrderInfos() √

주문취소 cancelOrder() √

미결제주문조회 getUnpaidOrder() √

배송상태확인 queryDeliveryStatus() √

도서목록조회 searchBooks() √

도서상세정보조회 searchBooks() √

우편번호검색 getAddress() √

점, 시스템 관점 그리고 구현 관점으로 나누어 서비

스의 계층 및 타입을 분류하였다. 3 가지 관점의 서비

스 중 구현 관점의 서비스는 구현을 위한 컴포넌트

계층이므로 서비스에 대한 재사용 단위는 비즈니스

관점과 시스템 관점의 서비스이다. 비즈니스 관점과

시스템 관점의 서비스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비즈니

스 관점이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들 중 시스템 컴포넌

트 서비스,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유스케이스

서비스 순서로 서비스 입자의 크기가 작다. 또한, 시

스템 관점의 서비스인 이벤트 서비스는 비즈니스 관

점의 유스케이스 서비스 보다 서비스 입자의 크기가

작다. 또한 이들은 서비스 단위 마다 느슨한 결합도

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크기를

가진 서비스 단위별로 기능적 재사용 단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서비스의 크기에 따른 동적인

서비스의 재사용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4.4 컴포넌트기반 시스템에서 서비스 지향 컴퓨팅 시

스템으로의 확장

컴포넌트기반의 서비스 식별 방법을 제시하고 비

즈니스 관점의 서비스로부터 구현 관점까지 서비스

들 간에 매핑 방법을 제시했으므로 컴포넌트기반 시

스템을 서비스지향 시스템으로 용이하게 확장할 수

있다.

4.5 서비스들 간의 추적성

각 관점에 대한 각 계층의 서비스들 간의 매핑이

가능함으로 해서 비즈니스 관점으로부터 구현 관점

까지 효율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비즈니스

관점과 구현 관점 사이의 서비스 간에 의미적 불일치

를 해소하고 유지 보수 단계에서 서비스 관리를 용이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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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기존 방법과의 비교 평가

SOA
방법론

비교기준
SOAD[3] SOMA[4] SOUP[8] M4SOD[9] 제안한 방법

제안 IBM 2004. 6 IBM 2004. 11 Knual Mittal 2005 YUN 2005 Our Method

영향받은 기술 OOAD, EA, BPM SOA RUP, XP CBD, SOA OOAD, CBD, SOA

서비스 계층의

분류기준 제시
언급없음 언급없음 언급없음 언급없음 분류기준 제시

서비스 식별방법

제시
구체적이지 않음 구체적이지 않음 구체적이지 않음

유스케이스기반

서비스 식별

방법만 제시

식별방법 제시

서비스 계층간

매핑방법 제시
언급없음 언급없음 언급없음 언급없음 매핑방법 제시

4.6 비교 평가

본 절은 기존 방법과의 비교 평가를 표 7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5. 결 론

서비스지향 시스템을 위한 기존의 방법들은 서비

스 관점 및 서비스 입자의 크기에 따른 서비스를 계

층별로 분류하거나 분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

지 않다. 또한, 서비스 식별 방법과 비즈니스 관점으

로부터 구현 관점까지 각 계층간 매핑 방법을 제시하

지 않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서비스지향 시스템

을 위해서 서비스의 추상화 정도에 따른 서비스 계층

의 분류 및 각 계층에 대한 서비스 식별 방법이 필요

하고 비즈니스 관점의 서비스 계층과 구현 관점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대한 의미적 불일치를 해결하

기 위해 매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

즈니스 관점과 구현 관점의 서비스에 대한 의미적

불일치를 해결하고 서비스 계층의 분류 및 다양한

크기를 가진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식별되도록 구체

적인 가이드라인과 매핑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온라인 도서주문 시스템 사례 및 비교 평가를 통해

그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서

비스 식별 방법을 적용하여 컴포넌트기반 시스템을

서비스지향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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