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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ful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 매쉬업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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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업 업무의 스마트워크 요구로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업무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구조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모바일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커스터마이제
이션에 대한 연구들이 모바일 플랫폼에 적용되도록 연구되어야 한다. 모바일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들과의 연동 및 디
바이스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공개 인터페이스(Open API)를 이용하여 서비스들 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서비스들 간의 통합을 통해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매쉬업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
을 제안한다.

Abstract  Business needs of companies to require smart work have been increased use of mobile services and 
the research for the mobile service architecture to respond to the diverse needs of business operations is 
required. For providing variety of mobile services, customization research for the mobile platform should be 
performed. Mobile service to provide integration services and device continuity should be able to 
integrated(Mashup) among services using open interface(Open API).
This paper provides the mashup customization technique that can meet a variety of requirements by integration 
among suc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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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기업 업무의 스마트워크 요구로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또한 기업 업무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구조에 대한 연구
가 미흡한 상황이다. 기존의 CBD(Componet Based 
Development)분야에서는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커스
터마이제이션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재
사용성에 대한 연구들이 모바일 플랫폼에 적합하도록 적
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가 기업 내부의 
레거시 시스템(Legacy System)과 연동을 통해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기업 내부

의 시스템 연동 및 디바이스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공
개 인터페이스(Open API)를 이용하여 서비스들 간의 통
합(매쉬업(Mashup))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서비스들 간의 통합을 통해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매쉬업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을 제안한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
서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 가변성, RESTful 서비스, 그
리고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본다. 3장에서
는 본 논문의 핵심연구로서 매쉬업 커스터마이제이션 기
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뱅킹 웹 서비스와 지도 오픈 
서비스를 매쉬업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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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

Catalysis[1]는 상호 연동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가
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분석에서부터 구현까지 이르는 컴포넌트 모델링 기법들
을 정의하며 컴포넌트들을 명세화하는 기법 등을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단계에 정의된 절차들을 보면 다
양한 도메인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가변성을 추출하여 컴
포넌트를 설계하는 세부 지침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Componentware에서는 컴포넌트 개발의 여러 단계들
을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 있도
록 프로세스 패턴들을 제공한다[2]. 컴포넌트는 재사용성
이 높고 동적 바인딩이 용이하도록 설계 기법이나 가변
성 설계 지침이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방법
론에서는 단지 인터페이스 정의 수준에 제공하고 있다.

CoPAM(Component-Oriented Platform Architecting 
Method)[3]은 제품 공학(Product Engineering)을 위한 개
발 프로세스로서, 플랫폼 공학(Platform Engineering)과 제품 
공학 2개의 서브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플랫폼 공학
에서는 여러 개의 재사용 컴포넌트들로 구성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품 공학 
프로세스에서는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
기 위한 업무들을 정의하고 있다. 이 방법론은 플랫폼 엔
지니어링 프로세스에서 여러 도메인에 공통된 부분과 가
변적인 부분들을 컴포넌트로 추출하기 위한 활동에 초점
을 두고 있다. 따라서, 컴포넌트 내부 설계 기법이나 가변
성 설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2.2 가변성

가변성(Variability)은 동일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군
(Product Family)들 간의 차이를 말한다[4,5]. 컴포넌트에
서 가변성은 기능(함수)의 차이를 의미한다. 동일 컴포넌
트군(Component Family)들 간에 동일 기능을 제공하는 
함수가 서로 다른 알고리즘으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를 
컴포넌트의 기능 가변성[6]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A 은
행의 뱅킹 컴포넌트와 B 은행의 뱅킹 컴포넌트에서 적금 
이자 계산 기능이 A 은행의 컴포넌트에서는 복리계산을 
통해 이자를 계산하고, B 은행의 컴포넌트에서는 단리계
산을 통해 이자를 계산할 경우, 두 컴포넌트을 통해 뱅킹 
컴포넌트 군은 이자 계산 기능을 가변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2.3 RESTful 서비스

RESTful(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7] 서비스는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통해 웹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방식이다.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형식에 상관
없이 HTTP 프로토콜만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기본적으
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달되는 자원의 상태를 
관리하지 않으나, 기존 웹 서비스인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8] 방식보다 사용이 간단하고 개방성이 
뛰어나므로 사용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개방성을 통
해 서비스들 간의 통합을 제공하는 매쉬업(Mashup)[9] 
서비스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RESTful 서비스에서 제
공되는 기능은 GET, POST, PUT, DELETE, HEAD, 
OPTION 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통해 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

2.4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바일 서비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구현하기 위
한 기본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를 가변적으
로 변경하기 위한 방법은 설정 정보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설정정
보(AndroidManifest.xml) 내의 인텐트 필터(Intent Filter)
에 가변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식별자를 정
의한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내의 패키
지 관리자(Package Manager)는 인텐트 필터에 정의된 서
비스를 필터링하여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10].

3. 모바일 매쉬업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

모바일 매쉬업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기반의 구조를 이용하여 매쉬
업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제안한다.

3.1 모바일 커스터마이제이션

모바일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가변성을 제공하는 설정
정보를 통해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다. 그림 1에서
와 같이 가변성 식별자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 어뎁터 A' 
나 '모바일 서비스 어뎁터 B' 로 변경될 수 있다. 이때 모
바일 서비스 어뎁터는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어뎁
터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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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바일 커스터마이제이션 구조
[Fig. 1] Mobile Customization Architecture

그림 1의 모바일 커스터마이제이션 구조에 대한 클래
스다이어그램은 그림 2와 같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커스
터마이제이션 구조는 인텐트 필터라는 설정정보를 통해 
모바일 서비스를 가변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인텐트 필
터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 어뎁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웹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림 2] 모바일 커스터마이제이션 구조에 대한 클래스다
이어그램

[Fig. 2] Class Diagram of Mobile Customization Architecture

모바일 서비스를 가변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안드로이
드의 인텐트 필터에 대한 설정 코드는 그림 3에서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intent-filter>’ 태그 내의 ‘<category>’ 
태그에 가변성 식별자를 명시하여 변경하고자하는 서비
스를 지정하게 할 수 있다. 해당 가변성 식별자에 대한 
정의는 호출되는 모바일 서비스에서도 동일한 식별자명
으로 지정해야 한다. 

<activity android:name=“모바일서비스A" >
    <intent-filter>
     <action android:name="android.intent.action.MAIN" />
     <category android:name="android.intent.category.DEFAULT" />
     <category android:name=“모바일서비스A_가변성식별자" />
   </intent-filter>
</activity>
<activity android:name=“모바일서비스B" >
   <intent-filter>
     …
     <category android:name=“모바일서비스B_가변성식별자" />
   </intent-filter>
</activity>
<activity android:name=“모바일서비스C" >
   <intent-filter>
     …
     <category android:name=“모바일서비스C_가변성식별자" />
   </intent-filter>
</activity>

[그림 3] 모바일 커스터마이제이션 설정 코드
[Fig. 3] Configuration Code of Mobile Customization

3.2 매쉬업 커스터마이제이션

RESTful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는 그림 4에서와 같이 
웹 서비스의 정보를 모바일 서비스 어뎁터를 통해 호출
할 수 있다. 웹 서비스의 호출은 RESTful 형태로 호출된
다.

[그림 4] RESTful 기반 모바일 서비스 기본 구조
[Fig. 4] Mobile Service Basic Structure based on RESTful

모바일 서비스 어뎁터를 통해 RESTful 기반으로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코드는 그림 5와 같다. 호출되는 
RESTful 서비스는 URL에 해당하는 IP와 포트(Port), 서
비스명, 그리고 전달되는 데이터 변수와 데이터 값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RESTful 방
식으로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방식은 GET 방식이나 
POST 방식으로 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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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ESTful 기반 모바일 서비스 코드
[Fig. 5] Mobile Service Code based on RESTful

그림 4와 그림 5의 모바일 웹 서비스 구조와 코드를 
기반으로 그림 6과 같이 매쉬업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제
공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서비스 어뎁터를 
통해 일반 웹 서비스 뿐만 아니라, 웹 서비스들 간에 매
쉬업을 제공하는 통합된 웹 서비스를 호출 할 수 있다.

[그림 6] 매쉬업 커스터마이제이션 구조(1)

[Fig. 6] Mashup Customization Structure(1)

매쉬업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위해 전달되는 데이터 형
태는 그림 7과 같다. 모바일 서비스로부터 가변성 지점의 
가변성 설정 정보를 통해 모바일 매쉬업 서비스 어뎁터 
A나 모바일 서비스 어뎁터 B로 변경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 어뎁터 B는 일반 웹 서비스를 호출하지만, 모바
일 매쉬업 서비스 어뎁터 A는 일반 웹서비스와 다른 웹 
서비스를 매쉬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전달되는 
서비스 호출 정보는 그림 5에서와 같이 URL, 서비스명, 
전달 데이터로 구성된다. 이때 모바일 매쉬업 서비스 어
뎁터A는 다른 웹 서비스(‘http://.../서비스A/...’)를 매쉬업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7] 매쉬업 커스터마이제이션 구조(2)

[Fig. 7] Mashup Customization Structure(2)

매쉬업하기 위해 RESTful 형태로 전달되는 데이터는 
그림 8에서와 같이 해당 웹 서비스 API와 전달 데이터로 
구성된다. 모바일 매쉬업 어뎁터에서는 2개 이상의 웹 서
비스를 매쉬업하기 그림 8에서 정의한 웹 서비스A의 전
달 데이터 '값A1'을 웹 서비스B의 ‘변수B1’으로 전달하여 
매쉬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림 8] RESTful 기반의 매쉬업 전달 데이터
[Fig. 8] Mashup Sending Data based on RESTful

지금까지 모바일 기반의 커스터마이제이션 구조에 모
바일 서비스 어뎁터의 매쉬업 기능을 정의하여 커스터마
이제이션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4.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바일 매쉬업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을 온라인 뱅킹(Online Banking) 사례에 적용한다. 
그림 9에서와 같이 뱅킹 모바일 서비스 어뎁터를 이용하
여 뱅킹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일반 서비스와 지도 오픈 
모바일 서비스 어뎁터를 호출하여 지도 오픈 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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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뱅킹 웹 서비스를 매쉬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2가지 서비스를 가변적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 시킬 
수 있다. 

[그림 9] 온라인 뱅킹 매쉬업 커스터마이제이션 구조
[Fig. 9] Mashup Customization Structure of Online Banking

[그림 10] 온라인 뱅킹 매쉬업 코드
[Fig. 10] Mashup Code of Online Banking

모바일 서비스 어뎁터에서 뱅킹 웹 서비스를 매쉬업 
하는 코드를 그림 10에서와 같이 정의한다. ‘serviceAPI'
를 통해 전달된 웹 서비스 API는 지도 서비스와 매쉬업
할 수 있다. 이때 전달된 사용자정보(‘userId’)와 입금액
(‘money’)은 지도 서비스의 데이터로 전달되어서 매쉬업
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11은 온라인 뱅킹 서비스 어뎁터를 통해 뱅킹 웹 
서비스를 연동하는 결과화면이다. 이 경우는 매쉬업 없이 
기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공개된 서비
스 API를 활용하여 뱅킹 웹 서비스를 사용한다.

[그림 11] 온라인 뱅킹 기본 서비스 결과
[Fig. 11] Baisc Service's Result of Online Banking

그림 12는 지도 모바일 서비스 어뎁터를 이용하여 오
픈 지도 서비스[11]와 뱅킹 웹 서비스를 매쉬업하여 서비
스를 커스터마이제이션 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화
면이다. 

[그림 12] 온라인 뱅킹 매쉬업 커스터마이제이션 결과
[Fig. 12] Mashup Customization's Result of Online Banking

온라인 뱅킹 서비스에서 지도 모바일 서비스 어뎁터로 
전달되는 RESTful 정보는 서비스명과 전달 데이터(사용
자 ID, 금액)이다. 전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뱅킹 웹 서
비스와 지도 서비스를 매쉬업 한다. 지도 위에 사용자 
ID, 입금액, 그리고 뱅킹 웹 서비스로부터 얻어온 잔액을 
표시한다. 

본 사례연구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바일 서비
스 매쉬업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이 타당함을 검증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은 모바일 서비스와 웹 서비스들 간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매쉬업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을 제안하였다. RESTful 방식의 웹 서비스 호출을 
모바일 서비스 어뎁터를 통해 가변적으로 호출하거나 매
쉬업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
한 뱅킹 웹 서비스와 오픈 지도 서비스를 통합하여 매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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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적용될 수 있음을 사례연구를 통
해 증명하였다. 향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개발 
서비스를 RESTful 기반으로 공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여 개발자에게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반 커스터
마이제이션 기법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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