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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는 엔터 라이즈 애 리 이션 개발 시 유연성을 보장하여, 

비즈니스 변화에 최 한 민첩하게 응하도록 지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와 제약조건을 하나의 서비스로 코딩하

는 일반  근법은 비즈니스 룰의 변경을 하여 체 결합로직을 변경하는 등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지향 기법(Aspect Oriented Approach)을 확장하여 용한다. 

 지향 기법의 기존 핵심 심(Core Concern), 횡단 심(Cross Cutting Concern)이외에 비즈니스 로세스와 서비스에 

포함된 비즈니스 룰을 룰 심(Rule Concern)이라는 새로운 심사로 분리한다. 룰 심은 수 에 따라 로세스 룰 심(PRA: 

Process Rule Aspect)과 서비스 룰 심(SRA: Service Rule Aspect)으로 구분된다. 시스템은 이러한 심사의 분리를 통하여 

핵심 심, 횡단 심  룰 심으로 각각 모듈화 되고 독립 으로 유지보수 되어 서비스 시스템의 용성, 재사용성  유지보

수성을 높일 수 있다.

Abstract  The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assures flexibility of enterprise application development, so it supports 
agile reaction to business change. On the other hand, considerable effort is needed to develop a service by combining
business and constraint consumes because the entire combination logic sh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
in business rule. To improve the current method, this paper applied an aspect oriented approach to service system
development. In this paper, the rule concern is proposed in addition to the core concern and cross cutting concern
of aspect oriented approach. The rule concern is extracted from business rules included in the business processes and 
services. The rule concern is classified into the process rule aspect and service rule aspect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rule. In the proposed approach, system is modularized into the core concern, cross cutting concern and rule 
concern through separation of concern, and they are maintained independently. Therefore, the adaptability, reusability,
and maintainability of a service system will be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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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의 서비스는 일반 으로 소 트

웨어로 구 된 비즈니스 함수이며, 비즈니스의 각 기능

과 이를 정의하는 비즈니스 룰(Business Rule)들의 모임

이다[1]. 서비스들은 각기 다른 공 자들로부터 다양한

(Heterogeneous) 형태로 제공되며, 이는 BPEL(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BPML(Busines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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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Language)과 같은 비즈니스 로세스 기술언

어(Business Process Description Language)를 통하여 

서비스들 간의 컨트롤 로우와 데이터 로우를 명세하

며, 서비스들 간의 오 스트 이션(Orchestration)을 통

하여 비즈니스 로세스로 결합된다[2].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로세스는 계속

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IT시스템과 비즈니스 로

세스의 변화는 필연 이다.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는 상

호운용성, 치투명성, 로세스 심 등의 특성을 가지

는데 이러한  특성은 애 리 이션 개발 시 유연성을 보

장하여, 비즈니스 변화에 최 한 민첩하게 응하도록 

지원한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내의 비즈니스 로직에 소스

코드의 형태로 포함된 비즈니스 룰은 이러한 변화에 효

과 으로 응할 수 없다. 체 비즈니스와 제약조건을 

함께 묶어 코딩하는 이러한 근법은 결과 으로 비즈니

스 룰의 변경을 하여 체 결합로직을 변경하는 등 많

은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2,4,5]. 

비즈니스의 변화는 일반 으로 비즈니스 룰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비즈니스 룰은 체 비즈니스 로세스의 실

행 효율을 좌우하기도 하며, 계속 인 변화는 비즈니스 

룰의 리  변경, 구 에 많은 시간을 소모시킨다. 이러

한 비즈니스 룰의 효율 인 구 과 실행은 체 비즈니

스 로세스에 큰 향을 끼치므로 효율을 하여 룰 엔

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5].

 지향 방법은 일반 으로 시스템 도메인의 기능

을 심으로 핵심 심(Core Concern)과 여러 핵심 심

에 분포되어있는 공통기능인 횡단 심(Cross Cutting 

Concern)으로 심을 분리(Separation of Concern)한다

[5].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시스템의 용성, 재사용성, 

유지보수성의 향상을  하여 시스템 도메인에 심 지

향 기법을 용, 핵심 심과 횡단 심을 반 하여 서비

스를 설계한다. 한 새롭게 제시되는 심사인 룰 심

(Rule Concern)은 시스템에 포함된 비즈니스 룰

(Business Rule)을 모듈화 한다. 룰 심은 효율 인 크로

스커 (Cross Cutting)을 하여 로세스 룰 심(PRA: 

Process Rule Aspect)과 서비스 룰 심(SRA: Service 

Rule Aspect)의 두 으로 모듈화 된다. 이러한 시도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의 유연성 등의 장 과 더불어 

 지향 기법의 에서 제공되는 느슨한 결합도를 통

하여 비즈니스 룰의 효율 인 모듈화가 가능하다. 결과

으로 서비스 구   서비스 오 스트 이션에 모듈성

과 다이나믹한 용성을 제공한다. 이는 서비스 뿐 아니

라 비즈니스 로세스의 용성(Adaptability), 재사용성

(Reusability)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을 높일 수 

있다[6,7].

2. 관련연구 

2.1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지향 로그래 (Aspect Oriented Program 

ming)은 차 심과 객체지향 로그래 에서 충분히 

처리될 수 없는 문제를 다루기 해 소개되었다. 시스템

의 총체 인 벨 체계를 차 혹은 객체 에서 수직

으로 분할하여 시스템의 기능과 사용자 서비스에 집

했던 기존의 종단 모듈 구조는 여러 개의 모듈에 공통

으로 용되는 수평 인 요구사항을 모듈화 하지 못하 다.

 지향 로그래 은 기존의 수직 으로 시스템을 

다루는 객체, 컴포 트, 서비스 등의 패러다임을 핵심

심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핵심 심에 흩어져있는 공통기

능을 크로스 커 이라는 지향 모듈화를 통하여 횡단

심으로 모아서 각각의 으로 처리하는 패러다임이다.

일반 으로 횡단 심은 로그작성, 보안인증, 트랜잭션

등과 같은 시스템 공통 서비스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횡

단 심 분리를 통한 시도는 다양한 재사용단  객체, 컴

포 트, 서비스들의 재사용성과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다[5]. 

2.2 프로세스 지향 결합 언어

일반 으로 웹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세스와 그 

로세스와 연 된 트 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기술되

고 각 트 들과의 상호작용은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인 

웹 서비스 기술언어(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로 이루어진다. 웹 서비스를 한 비즈니스 

로세스 실행 언어(BPEL, 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의 워크 로우 로세스들은 서비스들 간의 

컨트롤 로우와 데이터 로우의 결합 활동으로 구성되

어 있다[2]. 이러한 비즈니스 로세스 실행 언어는 력

하는 트 와 한 련을 가지기 때문에 유사한 작

업흐름을 가지는 유사한 로세스로의 재사용이 어렵다. 

웹서비스의 재사용도 요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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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재사용역시 로세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는 

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기존의 거시를 포함한 형 엔터 라이즈 시스템은 

일반 으로 비즈니스 로직과 비즈니스 룰이 결합되어 있

다. 이러한 시스템의 룰 변경  유지보수는 시간 소모

인 작업이다. BPML과 BPEL같은 로세스 지향 결합 언

어들은 서비스들 간의 컨트롤 로우와 데이터 로우를 

정의하여 서비스를 결합하나 계속 으로 변하는 비즈니

스 룰을 효율 으로 시스템에 결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4].

AO4BPEL은 BPEL에  지향 개념을 추가하여 확

장한 개념이다. 이러한 시도는 BPEL로 작성되는 웹 서

비스 컴포지션 기능에 확장성을 제공한다. BPEL의 서비

스 컴포지션 기능을 통하여 구축된 비즈니스 로세스는 

 지향 방법에서 제공되는 느슨한 결합도를 통하여 

비즈니스 로세스의 모듈화가 가능하며, 느슨한 결합도

는 비즈니스 로세스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결과 으로 BPEL의 웹 서비스 오 스트 이션에 모듈

성과 다이나믹한 용성을 제공한다[7]. 

3. 룰 기반의 관점 지향 기법

3.1 룰관심

효율 인 서비스 구   오 스트 이션은 비즈니스 

로세스를 수행하기 한 흐름 제어와 서비스 호출을 

처리하는 것 이외에도 새로운 서비스나 애 리 이션의 

변화, 비즈니스 로세스의 변화 등에도 능동 으로 

처하기 해 로세스의 재사용과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서비스 구   오 스

트 이션은 단순히 서비스의 오퍼 이션과 입/출력 정보

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웹 서비스를 한 비

즈니스 로세스 실행 언어(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for Web Services, BPEL4WS)에서도 마찬가

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로세스와 서비스에 능동

인 비즈니스 룰 용을 하여  지향 기법을 확장하

여 제시한다. 제시한 기법은 비즈니스 로세스와 서비

스에 포함된 비즈니스 룰을 기능과 분리시킴으로써 기존 

방법에 비하여 용성, 재사용성,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1과 같이 기존  지향 기법의 

심사를 확장하여 핵심 심, 횡단 심 이외의 새로운 

심사인 룰 심을 정의한다. 

[Fig. 1] Core Concern, Cross Cutting Concern, Rule 
Concern

일반 으로 핵심 심은 각 모듈이 수행해야 하는 본

질 인 업무 기능을 나타내고, 횡단 심은 여러 모듈에 

걸쳐 있는 공통 인 시스템의 부가  기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추가 으로 제시하는 룰 심은 핵심 심과 

횡단 심에 내포된 일부(part)의 비즈니스 룰로 존재한

다. 룰 심은 효율 인 크로스커 을 하여 수 에 따

라 로세스 룰 심과 서비스 룰 심으로 구분된다. 

로세스 룰 심은 비즈니스 룰  다양한 웹 서비스

들을 하나의 비즈니스 로세스로 구성하는 비즈니스 

로세스 오 스트 이션 기능을 수행하는 룰이다. 로세

스 룰 심에 따라 비즈니스 로세스에는 변화가 수행되

어지며, 서비스 오 스트 이션에 변이가 생긴다. 일반

으로 BPEL 상에서 정의되어지므로 비즈니스 로세스 

설계 시 고려되어진다. 

서비스 룰 심은 서비스 내에 구 되어 비즈니스 기

능을 수행하는 룰로 개별 서비스 내에서 기능을 수행하

거나 처리하는 로직에 포함된 룰을 의미한다. 일반 으

로 서비스 내에 코드로 내포되어지므로 개별 서비스 설

계 시 고려되어진다. 비즈니스 기능과 분리된 비즈니스 

룰 즉, 룰 심은 서비스 시스템에 효율 인 용, 재사용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3.1.1 프로세스 룰관심

룰 심  로세스 룰 심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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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일련의 비즈니스 로세스로 구성하는 비즈니스 

로세스 오 스트 이션 기능을 수행하는 룰”로 정의한

다. 하나의 서비스 내에 정의된 비즈니스 룰과는 달리 

로세스 룰은 비즈니스의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로세

스  서비스 오 스트 이션에 변이가 생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로세스 룰은 일반 으로 비즈니스 로

세스 기술 언어 즉 BPEL상에서 정의된다.

일반 인 비즈니스 로세스는 다양한 조건들로 서비

스들을 오 스트 이션하여 구성되는데 이러한 형식의 

BPEL 기술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룰의 변화에 시간소

모 인 작업을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로세스 룰 심을 제시한다. 빈번한 

룰과 서비스의 변화에 효율 인 응을 하기 하여 변

화하는 로세스 룰을 모듈화하여 독립 으로 리하는 

것은 각 서비스들의 효율 인 오 스트 이션을 제공한

다.

이를 하여 로세스 룰 심은 AO4BPEL, B2J등을 

이용하여 구 한다. AO4BPEL은  지향 로그래

(AOP)의 심(Aspect), 결합 (Joint-Point), 어드바이스

(Advice), 교차 (Point-Cut), 직조(Weaving) 등의 장치

를 BPEL의 확장을 통하여 제공한다[8,10]. AOPBPEL, 

B2J의 이러한 특징은 계속 으로 추가, 변경되어지는 다

양한 로세스 룰을  지향 로그래 의 심사를 

통하여 로세스 룰 심으로 모듈화하고 효율 으로 

리하는데 용 가능하다.

3.1.2 서비스 룰관심

시스템 도메인에  지향 기법을 용하여 서비스

를 추출하는 경우, 단일 서비스로 기능을 모듈화 하는 핵

심 심과 다양한 핵심 심들 간에 공통 으로 수행되는 

기능을 횡단 심으로 분리하여 모듈화 한다[9]. 이 게 

추출된 횡단 심의 경우 각각의 도메인에서 공통 인 기

능을 모듈화 하 으나 다양한 각 서비스의 비즈니스 로

직에 특화된 다양한 룰을 모두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특

히 횡단 심에 포함된 이러한 룰은 각각의 서비스에 따

라 다양하게 기술되거나, 횡단 심을 호출하는 서비스에 

따라 선택 으로 사용되거나, 빈번하게 수정하게 되는 

가변 (Variation Point)으로 작용한다[7,11]. 이러한 가

변 은 다양한 서비스에 합한 룰을 선택 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미리 코딩되어있거나,  다양한 서비스들

의 요구사항에 따라 지속 으로 룰의 변경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 심에 포함된 가변 , 즉 가변

인 비즈니스 룰을 서비스 룰 심으로 분리한다. 

[Table 1] Description of Concern

Aspect Description

Core Concern

- Core concern is the business 

function that each module should 

perform. 

- A business process generally 

consists of several services. 

Cross Cutting 

Concern

- Cross cutting concern is the common 

system function which covers several 

modules. 

- One cross cutting concern is 

implemented as a service. 

Rule 

Concern

PRA

(Process 

Rule

Aspect)

- PRA is the business rule which 

makes a change in business process. 

- Service orchestration should be 

changed if PRA is changed.

- PRA is generally related to the basic 

flow and the alternative flow of use 

case description. 

- PRA is implemented as a part of 

business process using aspect oriented 

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such as AO4BPEL or aspect oriented 

programming language such as 

AspectJ.  

SRA

(Service

Rule

Aspect)

- SRA is the business rule which is 

included in the service. 

- SRA acts as the variation point of 

cross cutting concern. 

- SRA is generally related to the 

pre-condition of use case. The 

pre-condition is defined using 

<<include>>.

- SRA is implemented in a service 

using aspect oriented programming 

language such as AspectJ. 

서비스 룰 심은 “각 서비스의 비즈니스 로직과 분리

된 가변 인 룰”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 룰 심의 추

출은 기존  지향 기법의 심 분리와 동일하나 하나

의 서비스에 포함된 가변  룰의 모듈화에 심을 둔다

는 것에서만 차이를 가진다. 서비스 룰 심은 AspectJ 등

의  지향 언어를 통하여 서비스내에 구 된다. 각 

심사의 특징을 Table 1을 통하여 정리하 다.

3.2 룰기반 서비스 설계

Fig.2는 룰기반 서비스 설계 기술을 한 여행 포탈 웹 

서비스 도메인의 개략 인 사례이다. 여행 포탈 서비스

를 통한 클라이언트의 요구는 BPEL에 의하여 복합 인 

서비스들로 오 스트 이션이 된 비즈니스 로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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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해당하는 트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달성되어

진다. 

[Fig. 2] Example of travel portal as a composite web 
service

사례 기술을 한 비즈니스 로세스 시나리오의 개

략은 Fig.3과 같다.

[Fig. 3] Abstract process of travel portal scenario

사례 도메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향 기법

을 용하기 한 개략 인 차는 Fig.4와 같다. 1, 2단

계(Task)를 통하여 추출된 핵심 심과 횡단 심은 각각

의 서비스로 추출되어 모듈화 한다[9]. 핵심 심에서 크

로스커 을 통하여 추출된 횡단 심들은 느슨한 결합을 

유지하며 모듈화 된다. 추출된 각각의 서비스는 다양한 

비즈니스 룰에 의하여 오 스트 이션 되어 하나의 비즈

니스 로세스를 구성한다. 3단계는 1, 2단계에서 추출된 

서비스와 비즈니스 로세스에 로세스 룰 심과 서비

스 룰 심을 분리하는 단계이다. 

 

[Fig. 4] Task of Separate Concern

3.2.1 프로세스 룰관심 설계

정의한 로세스 룰은 하나의 서비스 내에 정의된 비

즈니스 룰과는 달리 비즈니스 룰의 변화에 따라 체 비

즈니스 로세스에 변화가 수행되어 서비스 오 스트

이션에 변이가 생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로세스 

룰은 일반 으로 비즈니스 로세스 기술 언어 즉 BPEL

상에서 정의된다.

[Fig. 5] An example of BPEL statement for Package 
process

Fig.5는 BPEL4WS을 이용하여 작성된 Package 

process의 일부이다. 서로 다른 트 들에 의해 제공되

는 서비스들은 BPEL을 통하여 오 스트 이션 되고 비

즈니스 로세스를 이루어 실행된다. 일반 으로 BPEL

의 조건은 <switch>,<case>문을 통하여 수행되고 이러

한 룰에 따라 서비스들의 오 스트 이션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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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에 “비행편을 찾지 못하면 객실을 검색하지 말아

라”와 같은 새로운 룰이 용되어지면 Fig.5에 Fig.6과 

같은 BPEL문을 <switch>,<case>문을 통하여 추가하여

야 한다. 이러한 룰의 변화는 BPEL문의 계속 인 수정, 

변경을 요구하므로 체 인 비즈니스 로세스 오 스

트 이션에 계속 으로 향을 미친다. 

[Fig. 6] Addition of BPEL statement according to the 
change of rule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향 기반 로세스 룰

심을 용, 심사를 분리한 경우는 Fig.7과 같다. 각 

로세스 룰 심, 즉 서비스와 분리된 로세스 룰은 

AO4BPEL을 통하여 로세스 실행을 한 잘 정의된 결

합 (Joint Point)을 정의하고 각 결합 에 삽입되어 실

행될 수 있는 로그램 코드인 <advice>내에 <switch>, 

<case>문으로 구 되고, 한 연 된 결합 의 모임을 

<pointcut>으로 식별한다. 로세스 룰 심으로 작성된 

모듈에서 교차 을 통하여 핵심 심, 횡단 심으로 분기

한다. 교차 을 통하여 결합 에 어드바이스가 삽입, 직

조(Weaving)된다. 그러므로 로세스 룰의 변화가 요구

되면 로세스 룰 심만 변경을 수행하여 비즈니스 로

세스 내의 변화를 최소화 한다.

분리된 심사는 AO4BPEL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로세스를 이루는 서비스와 서비스들을 조합하는 로세

스 룰 심으로 분리, 구 이 가능하다. 체 비즈니스 

로세스는 변하지 않고 분리된 로세스 룰 심들의 변화

에 의하여 서비스들은 선택 으로 활용되어지므로 룰  

로세스의 변화는 로세스 룰 심에 의하여 독립 으

로 수행하게 된다.

[Fig. 7] An example of AO4BPEL statement for 
Separated Process Rule Aspects

B2J는 BPEL4WS를 지원하는 서비스 엔진  하나로 

여타의 BPEL 엔진과는 다르게 BPEL 문서를 자바소스

로 변환하여 다양한 응용을 제공한다. 재 BPEL은 컨

텍스트 정보를 분석하기 한 직 인 조건을 제공하지 

않아 편재형(Pervasive) 컴퓨  환경에서 사용하기 어렵

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개발자는 다양한 BPEL 도구

들을 사용한다. 비즈니스 룰은 컨텍스트 정보를 분석하

기 하여 높은 수 의 조건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BPEL이나 AO4BPEL에 규칙을 처리하는 언어를 추가하

면 BPEL의 로세스 명세 기능과 웹 서비스 기능을 그

로 사용하면서 컨텍스트 정보를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다. 

B2J 엔진이 생성한 자바소스에 새로운 요구사항과 변

화되는 룰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한  지향 로

그래  개념을 추가하기 하여 AspectJ를 이용한다. 사

용자는 BPEL 문서와 Fig.8과 같은 인터셉터(Interceptor) 

문서를 작성하고 시스템은 이 두 문서를 입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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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n example of Interceptor

인터셉터 문서는 BPEL 실행 루틴  특정 부분의 룰

을 처리하기 한 루틴을 삽입하기 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BPEL 문서는 B2J 코디네이터를 통해 자바소스를 

생성하고 인터셉터 문서는 Intercepter2AspectJ 엔진을 

통하여 AspectJ 소스로 변환된다. 이 게 생성된 두 로

그램 소스는 AspectJ 컴 일러를 통하여 컴 일 되어 실

행 가능한 자바클래스 일을 생성하고 B2J WorkerHost

에서 실행된다[10,15]. 

인터셉터는 액션의 호출을 동 으로 가로채는 객체이

다. 인터셉터는 액션 실행  후에 다른 실행코드를 넣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지향 로그래 의 기능

은 인터셉터와 BPEL 문서를 독립 으로 작성하여 인터

셉터로 하여  로세스 룰을  다른 심사인 로세

스 룰 심으로 모듈화하여 BPEL 문서에 새로운 요구사

항을 손쉽게 추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한 

AO4BPEL에 비하여 자바언어의 구문을 활용하여 보다 

직 인 룰을 기술함이 가능하다.

3.2.2 서비스 룰관심 설계

도메인에서 추출된 핵심 심과 횡단 심은 각각의 서

비스로 모듈화 가능하다[9]. 횡단 심은 크로스커 을 통

하여 느슨한 결합을 유지하며 모듈화 되었으나 Fig.9의 

Billing Service의 경우 다른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기

능과 다양한 룰이 하나의 Billing Service내에 코드로 내

포되어진다. 내포되어진 비즈니스 룰은 횡단 심을 호출

하는 핵심 심의 조건에 따라 지속 인 변경이 수행되는 

가변 (Variation Point)이다. 가변 은 기존방법으로 서

비스 코드에 내포되어진 룰은 결과 으로 룰의 변경을 

하여 체 결합로직을 변경하는 등 많은 자원을 소모

하게 된다.

[Fig. 9] An example of Variation Point (Billing Cross 
Cutting Concern)

이러한 문제는 Fig.10과 같이 서비스에 포함된 가변

의 비즈니스 룰을 서비스 룰 심으로 분리, 모듈화하여 

해결한다. AspectJ의 인터셉터를 통하여 구 된 Billing 

Service Rule Aspect는 서비스 내의 룰의 변화가 요구되

면 모듈화된 Billing Service Rule Aspect만 수정하므로 

Billing Service 내의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다.

[Fig. 10] An example of Service Rule Aspect

인터셉터가 액션의 호출을 동 으로 가로채 액션 실

행  후에 다른 실행코드를 넣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으로써 액션이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

다. 인터셉터는 한개 이상의 액션에 공통 으로 재사용 

할 수 있는 횡단 심과 같은 일반 인 기능을 모듈화 하

는 경우와 다양한 조건의 형태로 실행되는 서비스 룰

심과 같은 가변 을 캡슐화하는데 합하다[12]. 

4. 평가 

Fig.11과 Fig.12는 여행 포탈 웹 서비스 도메인에 사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로세스 룰 심과 서비스 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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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리하여 설계한 결과의 일부이다. 

[Fig. 11] Separate Concern of travel portal scenario 
Process Rule Aspect

 

[Fig. 12] Separate Concern of Services Rule Aspect

시스템 도메인의 비즈니스 서비스들은  지향 

로그램 으로 핵심 심과 횡단 심으로 추출, 모듈화

가 수행되며 한 제시한 룰 심을 통하여 로세스 룰

심, 서비스 룰 심으로 각각 모듈화를 수행한다. 이러

한 핵심 심, 횡단 심, 룰 심들은 AO4BPEL, AspectJ

과 같은  지향 언어와  지향 비즈니스 로세스 

실행 언어의 코드로 구 되어지므로 서비스 분석 시 에

서 고려하여야 한다[13].

[Table 2] The comparison of the proposed approach 
with existing approach

Existing 

approach
Proposed approach

Architecture SOA SOA

Concern

Core concern,

Cross cutting 

concern

Core concern,

Cross cutting concern,

Rule concern

(Process rule, Service rule)

Maintainability Good Higher than the existing approach

Reusability Good Higher than the existing approach

Adaptability Good Higher than the existing approach

Reusable unit Service Service, Process, Rule

Design complexity Average
More complex than the existing 

approach

Table 2를 통하여 기존 방법과 제시한 방법의 장단

을 비교,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비즈니스 

로세스기반 룰 심의 분리는 비즈니스 로세스와 서비

스에 포함된 비즈니스 룰의 계속 인 변화에 용성

(Adaptability)을 증가시킨다. 로세스 룰 심은 비즈니

스의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로세스와 서비스 오 스트

이션에 변이가 생긴다. 비즈니스 정책이 변경되면 사

용자는 해당 모듈의 AO4BPEL의 어드바이스나 AspectJ

의 인터셉터로 기술된 로세스 룰 심의 특정 룰만을 

수정하면 되므로 체 인 비즈니스 로세스를 수정할 

필요가 없어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이 향상된다. 

한 모듈화된 룰은 비즈니스 로세스 코드의 재사용성

(Reuasbility)을 높일 수 있다[14].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 룰 심은 기존 서비스 

형태에 비하여 AspectJ 등의  지향 언어로 구 된 

느슨한 결합도를 통하여 가변 의 수정  변경을 수행

함으로써 서비스 룰의 기능 확장  유지보수에 유리하

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의 분리는 서비스 설계 차를 

복잡하게 하고 코드 흩어짐, 얽힘 등 설계복잡도(Design 

Complexity)측면의 추가 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효율 인 서비스 시스템의 개발을 

한 룰 기반의  지향 기법을 제시하 다. 

제시한 기법은 서비스와 비즈니스 로세스에 비즈니

스 룰의 능동 인 용을 하여 비즈니스 로세스에 

포함된 비즈니스 룰을 로세스 기능과 분리시키는 것으

로,  지향 기법을 용하여 핵심 심, 횡단 심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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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스템 도메인에 포함된 비즈니스 룰을 룰 심이라는 

새로운 심사로 모듈화 하 다. 

룰 심은 수 에 따라 로세스 룰 심과 서비스 룰

심으로 구분된다. 로세스 룰 심은 비즈니스 로세

스에 변화를 주는 비즈니스 룰로 서비스 오 스트 이션

을 하여 변경되며, 서비스 룰 심은 단  서비스에 포

함된 비즈니스 룰로 횡단 심 내에서 핵심 심의 다양한 

조건의 수용을 한 가변 이 된다.

시스템은 이러한 심사의 분리를 통하여 핵심 심, 

횡단 심  룰 심으로 각각 모듈화 되고 독립 으로 

유지보수 되어 서비스 시스템의 용성, 재사용성  유

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다.

향후연구로 새로운 심사인 로세스 룰 심과 서비

스 룰 심을 효율 으로 식별하는 체계 인 식별 방법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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