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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재까지 서비스지향 아키텍처(SOA) 보안은 개별 표 들과 솔루션에 의한 응에 집 해 

있을 뿐 사 인 험 리 차원의 통합 인 방법론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SOA 보안 
취약  식별을 통한 다양한 보안 들에 한 사  분석과 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SOA 취약성을 정량 으로 분석하기 한 SOA 동  특성을 이용한 메트

릭 기반의 취약성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SOA를 구성하는 서비스들 사이의 실행시간 종속
성을 측정하여 서비스와 아키텍처 수 의 취약성을 평가한다. 서비스 사이의 실행시간 종속

성은 한 서비스가 취약할 때 다른 서비스들이 얼마나 향을 받게 되는지를 분석하기 해 

사용되는 요한 특징이다. 한 서비스가 공격에 노출될 때 그 서비스에 종속된 서비스들도 
역시 공격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실행시간 종속성은 SOA 아키텍처 수 의 취약성에 

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ABSTRACT

Traditionally research in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SOA) security has focused 

primarily on exploiting standards and solutions separately. There exists no unified metho-

dology for SOA security to manage risks at the enterprise level. It needs to analyze 
preliminarily security threats and to manage enterprise risks by identifying vulnerabilities 

of SOA.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ric-based vulnerability assessment method using 

dynamic properties of services in SOA. The method is to assess vulnerability at the ar-
chitecture level as well as the service level by measuring run-time dependency between 

services. The run-time dependency between services i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to 

understand which services are affected by a vulnerable service. All services which direc-
tly or indirectly depend on the vulnerable service are exposed to the risk. Thus run-time 

dependency is a good indicator of vulnerability of S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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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즈니스 요구를 실시간으로 충족시키기 

한 유연성과 외부 시스템과 다양한 수 의 

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IT서비스의 개방성이 

필수 으로 요구되면서, 기업들은 IT 인 라

의 복잡성  유지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극 화 할 수 있는 새로운 

IT 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는 소 트웨어 재활용

과 단  기능들 간의 상호호환성에 심을 둔 

소 트웨어 설계 방식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보장함으로써 비즈니스 목표를 효

과 으로 달성하게 해주는 최 의 안으로 

기 를 모으고 있다.

SOA는 명확한 인터페이스 정의와 느슨한 

연결(loosely coupled)을 통해 유연성을 증가

시키며, 사용자 애 리 이션의 기능을 서비

스 형식으로 달하는 개방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 SOA 개념이 도입될 때에는 효율

성, 가용성, 재사용  비용효과성과 같은 기

능 인 가치에 우 를 두었으며, 정보보호에 

한 고려가 거의 없었다. 암호화와 같은 기

본 인 정보보호 기능도 제공되지 않아 보안

에 매우 취약했으나,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와 W3C(The World Wide Web 

Consortium) 등의 국제표 기구에 의해 지난 

수년 동안 SOA 보안에 련한 다양한 표

이 마련되었다. 부분의 SOA 보안 표 은 

XML 임워크 내에서 정의되어, 재는 인

증, 권한부여 등 기본 인 웹 서비스 보안기

능을 제공하는 XML 기반 웹 서비스 보안 표

이 존재한다[1]. 

SOA 보안 표   각종 웹 서비스 보안 솔

루션들과 같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서비스 개

발  배치(deployment)에 필요한 보안 가이

드라인 부재로 인해, 구 상의 오류와 웹 취

약성을 이용한 웹서비스에 한 다양한 공격

과 같은 보안 험들이 상존하고 있다[2]. 

재까지 SOA 보안은 개별 표 들과 솔루션에 

의한 응에 집 해 있을 뿐 사 인 험

리 차원의 통합 인 방법론은 부족한 실정으

로 SOA 보안취약성 식별을 통한 다양한 보안 

들에 한 사  분석과 책 수립이 필요

하다. 이를 해서는 SOA 취약성을 정량 으

로 분석할 수 있는 취약성 평가 방안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SOA 

취약성을 정량 으로 분석하기 해 SOA 동

인 특성을 반 한 메트릭 기반의 취약성 평

가 방법을 제안한다.

SOA는 약결합의 재사용 가능한 서비스들

로 구성된다. 이는 상황 변화와 고객의 요구

사항에 보다 쉽게 응할 수 있는 매우 유동

이고 동 인 서비스 환경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의 목 은 유연성을 강조하고 잦은 변

경을 허용하는 복잡한 SOA 시스템의 취약성

을 효과 으로 분석하여 정량화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통해, 비즈니스의 험 요인을 인

식하고 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SOA를 구성하는 서비스들 

사이의 실행시간 종속성(즉, 동  종속성)을 

측정하여 서비스와 아키텍처 수 의 보안취

약성을 평가한다. 서비스 사이의 실행시간 종

속성은 한 서비스가 취약할 때 다른 서비스

들이 얼마나 향을 받게 되는지를 분석하기 

해 사용되는 요한 특징이다. 한 서비스가 

공격에 노출될 때 그 서비스의 공격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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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서비스에 얼마나 향을 주게 될지를 

분석함으로써, 아키텍처 수 의 취약성을 평

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약성이 비즈니스

에 미치는 향을 측하고 공격가능성이 높

은 서비스들의 노출로 인한 성능 하와 같

은 험 요인들을 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제 2장

에서는 SOA 취약성과 련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고, 제 3장에서 SOA 서비스의 동  특

성에 해 기술한다. 취약성을 평가하기 한 

메트릭의 설계 원칙과 평가 방법이 제 4장에

서 제시되며, 제 5장에서 제시된 방법에 한 

유효성 검증을 한 실험  평가 결과를 제

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SOA 취약성 

일반 으로 소 트웨어 시스템의 취약성은 

시스템에 장 는 송되는 정보의 기 성

(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그리고 가

용성(availability)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

템의 설계 는 구 상의 오류로 정의된다[3].

SOA는 보안에 한 충분한 고려나 사  보

안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로, 유연성

과 민첩성을 확보하기 한 SOA 고유의 특

성과 구성기술들의 특성으로 인한 다양한 보

안 취약 들이 존재한다. OASIS에서 정의한 

SOA 참조 모델과 아키텍처에 따른 실행환경

은 가시성(visibility)  상호작용(interaction)

과 같은 주요 개념을 가지며, SOA 취약성은 

이런 환경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 약결합

(loosely coupling) 메커니즘이나 XML, SOAP, 

공개 표 , 공개 서비스, 분산 아키텍처  웹 

기반 기술에 기인하는 취약성이 표 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감사(audit), 모니터

링, 권한 분리  근 통제가 부 하게 이루

어질 경우의 보안 취약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SOA 취약성은 서비스 계

층의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다[4, 5]. 이런 취

약성들은 일단 공격이 발생하면, 범 를 포착

하기 힘들면서 다양한 향을 주게 되어 실

질 으로 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결

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SOA에서 비즈니스 로세스를 구성하는 행

(activities)는 더 이상 웹 애 리 이션 스크

립트에 존재하는 단편 인 코드 섹션이 아니라 

WSDL(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 

명세와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

col) 인터페이스로 구 되는 서비스들이다. 따

라서 소 트웨어 애 리 이션의 취약성에 기

반을 둔 새로운 취약성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1> SOA 계층과 보안취약성 

SOA 서비스 취약성은 공격자가 비즈니스 

로세스의 활동이나 순서를 수정할 수 있게 

만든다. 를 들면, 공격자가 사 에 정의된 행

(action)의 내용과 다르게 실행되도록 SO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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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변경하는 SOAP 액션 스 핑(action 

spoofing)이 있다[6]. 서비스들은 WSDL 명세

를 제공하고 SOAP을 통해 의사소통하며, 하

나의 서비스 자체가 완 히 구 된 함수(self- 

contained functions)이다. 소 트웨어 시스템

의 계층 구조에 따라 차 으로 잘 정의되고 

리되는 코드로 구 됨으로써 취약성들이 

어든다고 해도, 취약성들은 여 히 기존 소

트웨어(legacy software)에 존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SOA 서비스와 아키텍처 수

에서, 서비스들 사이의 동  의존성을 분석

하고 측정함으로써, 한 서비스의 공격가능성

이 다른 서비스에 향을  수 있는 범 를 

분석하고 험 요인을 측해 보는 서비스 수

에서의 취약성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2.2 SOA 취약성 평가 연구

SOA 취약성은 SOA 개념이 보안보다는 서

비스 가용성  효율성에 을 두고 발

이 되어왔기 때문에 보안 개념이나 취약성 평

가와 련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SOA 환경에서의 보안 표 과 보안 솔

루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

질  구  기술인 웹 서비스에 다양한 취약

들과 공격들이 존재하고 SOA 보안 표 들 

간의 비호환성, 하지 않은 구 과 개방  

분산 환경에서 일 된 ID 정책의 부재로 인

한 신뢰 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복잡도, 결합도 그리고 응집도(cohesion)와 

같은 메트릭을 이용한 결함 측은 소 트웨

어 공학의 연구주제로 많이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SOA 서비스의 취약성을 설계, 구  

는 환경  오류에 기인하는 소 트웨어 결

함(defect)으로 고려하고, 복잡도  결합도와 

같은 메트릭을 이용하여 SOA 수 의 보안취

약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새로운 역이다. 

최근 코드 수 의 복잡도 메트릭을 이용하여 

취약한 함수들(vulnerability-prone functions)

을 찾아내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7, 8]. 

한 [9, 10]에서 메트릭을 통해 취약성을 

측하고, 취약한 시스템 컴포 트들을 식별하려

는 시도가 있었고, [11]의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서비스 결합도가 서비스 거부(DoS, De-

nial of Service) 공격에 향을 다는 가설을 

실험 으로 입증하 다. [12]에서는 결합도와 

소 트웨어 취약성을 평가하고, 실험을 통해 

결합도가 일반 인 취약성에 의미 있는 평가 

지표임을 보 다. 

3. SOA 서비스 특성

소 트웨어 시스템이 취약하면, 무결성, 가용

성, 기 성에 향을 주는 손상을 야기하는 공

격에 노출된다. 시스템이 취약해질수록 보안

성은  더 감소하게 된다. 즉, 보안은 취

약성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소 트웨어 보안

을 소 트웨어에 존재하는 취약성을 통해 정

량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외부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비스들은 비즈니스 

로세스 작업을 수행하기 해 결합되지만, 

통 인 시스템과 비교해볼 때, SOA는 약결

합의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다른 요소들에 

한 향 범 를 제한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 

서비스에 의해 향을 받는 서비스들 사이의 

계는 종속성을 의미한다. 만약 한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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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OA 서비스 구조

많은 다른 서비스들과 계를 갖게 된다면, 

다른 서비스들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

으며, 역으로 그 서비스에 종속된 서비스들이 

많다는 의미도 성립한다. 따라서 서비스가 종

속 인 계를 많이 가질수록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사이의 결합은 좀 더 강해진다. 

SOA가 갖는 약결합의 속성은 이해용이성, 

유지보수성, 신뢰성, 테스트용이성  재사용

성에 매우 큰 향을 다. 따라서 약결합의 

특징을 잘 반 한 SOA 서비스의 동  특성

을 고려하여, 아키텍처 수 의 취약성 평가 

메트릭을 설계해야 한다. 

SOA 서비스의 실행시간 특성은 서비스의 상

태비 장(stateless)이나 상태보존(stateful)의 

특징, 서비스의 요구  제공 인터페이스 구성, 

단방향 는 양방향 상호작용  독립특성

(self-containment)이 있다. 독립특성은 서비

스가 자립 (stand-alone)이거나 간  in-

direct dependent)임을 나타낸다. 만약 서비스 

컴포 트가 완 하게 독립 (stateless and 

self-contained)이라면, 이런 서비스 컴포 트

들은 매우 약한 결합의 형태를 갖는다. 이론

으로 SOA의 모든 서비스 컴포 트는 독립

인 단 (stand-alone unit)이지만, 사실상 

실제 많은 서비스 컴포 트들은 다른 서비스 

컴포 트에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다른 서비

스 컴포 트들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는 서

비스 그 자체가 상태를 가지는 등 의존 이

거나 종속되어 있다. 

간 으로 상태를 공유하고, 서비스 컴포

트 자체가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서

비스 종속성이 서비스들 사이의 결합의 원인

이 된다. 한 서비스가 자신만의 서비스를 제

공하기 해 다른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요청하는 것도 결합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세스 분석으로부터 

유도되는 비즈니스 기능에 응되며, 비즈니

스 로세스에 따라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들

과 조합되기도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로세

스에 따라 하나의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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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 트로 구 될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SOA 기반 소 트웨어 시

스템은 서비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시스템

을 구성하는 각 서비스는 응되는 기능을 수

행하기 한 지원 서비스들(supporting serv-

ices)인 서비스 컴포 트로 구 된다. 서비스

들 사이의 이런 계층 구조에서, 최하  계층

의 단말들은 서비스 컴포 트들이다. 이들 서

비스 컴포 트들은 자신을 지원하는 서비스 컴

포 트를 갖지 않는 단  서비스(atomic ser-

vice)가 된다. 

취약성을 내포한 단  서비스들의 조합으로 

구 되는 서비스는 결과 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서비스 구조에서 서비스  아키텍

처 수 의 취약성을 단하기 한 단  서

비스  조합 서비스들 사이의 종속성의 여

부와 결합의 정도에 한 정량 인 분석 방

법이 필요하다. 

소 트웨어 메트릭(metric)은 신뢰성, 성능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 등을 포함하는 

범 한 품질 속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성

공 으로 개발되어 왔지만, 소 트웨어 보안 

분야에서는 여 히 미흡하다. 본 논문에서는 

SOA 취약성 평가 메트릭을 정의하기 해, 

서비스의 동  특징(properties)  보안 시스

템을 설계하고 구 하기 해 사용되는 보안

설계 원칙을 고려한다. 보안 설계 원칙은 단

순(simplicity), 분리(separation), 그리고 제한

(restriction)이라는 특성을 갖는다[10]. 본 논

문에서는 분리와 제한이라는 보안 설계 원칙

에 을 두고, 독립 인 단 로서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의존성을 평가하여, 서비스 취

약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4. 보안취약성 평가 메트릭의 

설계 

일반 으로 소 트웨어 메트릭은 소 트웨

어 일부 는 소 트웨어와 련된 산출물의 

특성(property)에 한 측정(measurement)으

로, 취약성 평가를 한 보안 메트릭은 서비

스의 정   동  상태를 이해하고 서비스

의 종속성을 식별하기 해 필요한 모든 정

보들로부터 정의되어야 한다. 

4.1 실행시간 서비스의 취약성 

SOA와 웹 서비스 기술은 많은 이 을 제공

하며 소 트웨어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서비스 요청자(service re-

quester)와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 

 서비스 디 토리(service directory)로 구

성된 구조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들의 실행

은 다양한 랫폼의 다양한 시스템들 사이에

서 메시지 기반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SOA가 웹 서비스로 구 될 때, 서비스

들은 SOAP 메시지를 통해서 소통하게 된다. 

SOA 실행 환경에서 애 리 이션과 서비

스 컴포 트는 일 일로 응될 수 있으므로, 

취약한 애 리 이션이 존재한다면, 응되

는 서비스 컴포 트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 이 서비스 컴포 트가 생성한 메시지를 

통해 소통하는 서비스들은 (propagation) 

효과를 통해 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메시

지는 서비스들을 서로 연결하기 때문에 메시

지가 갖는 향력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특징이다. 특히 [13]의 SOA와 웹 서비스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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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삽입취약

(injection flaws)과 불안 한 통신(insecure 

communications)과 같은 메시지 기반 구조의 

특징으로 인한 취약성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 

SOA의 서비스 계층에서 서비스들 사이의 

향력 는 한 서비스와 모든 종속된 서

비스들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취약성의 

향력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발신 

메시지(outgoing messages)의 취약성으로 인

한 향력은 서비스의 무결성(integrity)이나 

가용성(availability) 측면에 더욱 크게 작용하

게 된다[14]. 따라서 취약한 서비스에 직

으로 는 간 으로 종속된 모든 서비스들

은 향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식별되어 

험요인으로 리되어야 한다. 이런 에서 

SOA 서비스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해 서비

스의 종속성을 단하여, 향 범  내에 존

재하는 서비스들을 악하고자 한다.

4.2 서비스 취약성 평가 

서비스 실행시간 종속성에 한 평가는 서

비스들 사이의 계에 한 정량 인 표 이

다. 따라서 서비스와 서비스들 사이의 계를 표

하는 그래  기반으로 메트릭을 정의한다.

 

정의 1(서비스 계 그래 )：SOA 시스템

의 서비스와 서비스들 사이의 실행 시간 의

존성을 표 하는 동  계 그래  G = (V, 

E)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그래  노드들의 집

합 V와 서비스들 사이의 실행 시간 의존성 

계를 나타내는 방향을 갖는 간선들의 집합 E

로 구성된다.

•간선의 방향은 서비스 요청자에서 서비스 

제공자로 향하도록 한다.

•모든 간선은 서비스 요청자가 제공자에게 서

비스를 요청한 횟수를 나타내는 정수를 가

치로 갖는다. 

•정  계 그래 로 사용하는 경우, 간선의 

가 치는 1로 일정하게 표 한다.

 

<그림 3> 서비스 계 그래

정의 2(의존성 메트릭)：서비스들 사이의 의

존 계를 평가하기 한 서비스 의존성 메트릭 

SD(Service Dependency)는 식 (1)과 같다.

  ×

 ×∑∈ 
   (1)

 

SD는 서비스 계 그래 에서 각 노드 에 

해 얼마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계산

한다. 식 (1)에서 는 모든 간선의 가 치

의 합이며, 는 그래 에서 노드들 사이의 

모든 가능한 계를 의미하며, n개 노드를 가

진 완  그래 의 양방향 간선의 개수로 정

의한다. 즉,  ×이다.  는 

두 노드 u에서 v까지 가장 빠른 경로의 길이

를 나타낸다. 만약 두 노드 사이에 경로가 존

재하지 않을 경우, 로 계산한다. 

 <그림 3>의 그래 에 해 SD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그림 4>(a)는 <그림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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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 S2 S3 S4 S5 S6

S1 0 1 3 6 16 16

S2 5 0 2 5 16 16

S3 12 7 0 3 16 16

S4 9 4 6 0 16 16

S5 16 16 16 16 0 16

S6 16 16 16 16 1 0

(a) 인  행렬

      






   

 ×
×

 

(b) 메트릭 계산 결과

<그림 4> 메트릭 계산  

한 인 행렬 표 으로 인 한 두 노드의 간

선 가 치를 더한 값을 엔트리로 갖는다. 식 

(1)에서 주어진 그래 에 존재하는 모든 두 

노드  사이의 가장 빠른 경로의 길이를 나

타내는 ∑ 는 인 행렬의 모든 원소의 

총합으로 계산한다. 

식 (1)에서    의 범 를 갖게 되

며, 서비스 사이의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SD 값

은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고 의존성이 낮을

수록 SD 값은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된다. 

 

정의 3(취약성 평가)：서비스 사이의 의존성

이 높아지면, 취약성도 높아지며, 보안은 약해

지는 계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의존성과 취

약성은 보안에 반비례한다. 이 으로부터, 

취약성 메트릭 DV(Degree of Vulnerability)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식 (2)에서   이고, DV의 값이 0

에 가까울수록 낮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덜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DV의 

값이 1이면 높은 의존성을 가지므로 결과

으로 매우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취약성 

평가 결과가 0과 1사이의 범 를 가지므로 

좀더 이해하기 쉬워진다. 

5. 실험  평가

5.1 안 성(Soundness) 증명

측정 이론에 기반을 둔 특성 기반 소 트웨

어 공학 측정 임워크(property-based so-

ftware engineering measurement framework)

는 크기, 길이, 복잡도, 응집도  결합도와 같

은 구조  속성에 한 요한 측정 개념  

속성에 한 수학  특성을 정의하고 있다 

[15]. 이들 특성은 일반 으로 메트릭의 안

성 검증을 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서비스 의존성 메트릭의 안 성에 한 

이론  검증을 해 의 5가지 결합도 특성

을 만족함을 증명한다. 

 

[Property 1] Non-negativity

Proof) 한 시스템이 n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

고, 서비스들 사이의 의존 계가 하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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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면,  ×는 모든 서비스 들 사

이에 의존 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내므로, 

항상  ×∑ ∈ 이 된다. 항
상  ×∑∈    이 성립하
게 되므로,  이다. 한 모든 서비스가 

완 하게 독립 인 단 로서, 의존 계가 존재

하지 않는다면   이다. 그러므로 ≥ 

이 항상 성립한다.

 

[Property 2] Null value

Proof) 한 시스템이 n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

고, 모든 서비스가 완 하게 독립 인 단 로

서, 의존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다. 그러므로 메트릭 값은 0을 허용한다.

 

[Property 3] Monotonicity：임의의 두 시스

템 S, S’에 해, 시스템 S가 S’보다 서비스

들 사이의 의존성이 낮다면,    ′ 
이어야 한다. 

Proof) 두 시스템 S, S’이 개 서비스로 구성

되어 있고, 시스템 S가 S’보다 서비스들 사이

의 의존성이 낮다면,     ′ 이고, 
∑∈    ∑′′∈ ′′ ′ 이다. 
그러면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 ∑′′
∈′′ ′   ′ ∑′′∈′′ ′ 
이므로,  ∑∈   
∑′ ′ ∈′′ ′   ′ ∑′′∈′
′ ′ 이다.   ′ 이므로 
×   ′ × ′ 이고, 따라서 
   ′ 가 성립한다.
 

[Property 4] Merging of Modules：임의의 

두 시스템 S1, S2을 결합한 시스템 S의 의존

성은 S1와 S2보다 높지 않다. 즉,   ≤

 이다.

Proof) 두 시스템   ≤ ≤ ,   

   ≤ ≤ 에 해,   ∪ 이라고 

하자. 그러면,  ≤ 이고   ≤

 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므로, S1과 S사이에 ∑′′∈
′ ′  ∑∈ 가 성립한다. 
한 ∑′ ′∈′ ′  ∑∈ 
도 성립한다. 따라서 임의의 양의 값 X에 

하여 ∑′′∈′ ′  ∑∈
 가 되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
 × 

 × ∑ ∈

     
 × 

 × ∑ ∈

        

따라서   ∪ 에 해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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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온라인 쇼핑몰의 서비스 구성 

[Property 5] Disjoint Module Additivity：임

의의 두 시스템 S1, S2가 공통의 서비스를 갖

지 않는 경우, 두 시스템을 결합한 시스템 S

의 의존성은 S1, S2와 같아진다. 즉 ∩ 

∅이고   ∪ 에 해     

 이다.

Proof) 두 시스템    ≤ ≤ ,   

 ≤ ≤ 에 해,   ∪ 이라고 하

자. 그러면, ∩  ∅이므로  

이고  이다. 한 최

단경로의 합에 해서도 ∑ ∈  
∑′ ′ ∈′ ′  ∑′ ′∈ ′ ′ 가 
성립한다. 따라서 [Property 4]의 증명과 유

사한 방법으로    임

을 알 수 있다.

5.2 사례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취약성 메트릭을 온라

인 쇼핑몰 애 리 이션을 구성하는 13개 서

비스에 용해 보았다. <그림 5>는 애 리

이션을 구성하는 13개 서비스의 구조를 단순

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각 서비스들은 지원서

비스들로 구 된 조합서비스들로서, <그림 

6>에서와 같이 각 서비스를 구성하는 서비스 

컴포 트들로 구 된다.

의 서비스들에 해, 제안된 서비스 의

존성 메트릭 SD 값을 계산한다. 계산된 결과 

값은 <표 1>와 같다. 

URL 핑 공격이나 DOS 공격 가능성을 내

포한 취약성과 서비스 의존성 사이에는 60～

80% 범 의 상 계수 값을 갖는 높은 상

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12]. 따라서 메트

릭 값이 1에 가까운 서비스들은 의존성이 높고 

결과 으로 취약하여 공격가능성을 갖는 서비

스들이므로 주의 깊은 리가 필요하게 된다. 

<표 1>에서 이들 서비스의 SD 값의 평균

은 0.37이며, 따라서 SD 값들이 평균을 상회

하는 서비스들은 다른 서비스에 향을 많이 받

게 되므로 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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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Order Service와 Payment Service를 구 하는 서비스 컴포 트 

갖는다. SD 값에 따라 험 리 상에 

한 우선순 를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

비스 취약성에 한 향 범 를 악할 수 

있다.

 <표 1>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의 SD 계산 

결과 

서비스 이름 SD 값

AccountMagmt Service 0.71

Auditing Service 0.15

Authentication Service 0.39

Billing Service 0.2

CardProcessing Service 0.47

Catalog Service 0.2

Inventory Service 0.15

Order Service 0.4

Payment Service 0.67

Security Service 0.4

Shipping Service 0.16

Supply Service 0.16

SystemAdmin Service 0.69

이들 메트릭에 의한 측정 결과는 SOA 소

트웨어 아키텍트와 개발자들 모두에게 매

우 큰 의미가 있다. 서비스 설계와 아키텍처 

수 에서 보안 험을 최소화하기 해 주의

를 기울여야 하는 상에 한 우선순 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6.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SOA 서비스와 아키텍처 수

에서, 서비스들 사이의 동  의존성을 분석

하고 측정함으로써, 한 서비스의 공격가능성

이 다른 서비스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에 

한 으로 SOA의 취약성을 평가하 다. 

SOA 보안 표   각종 웹 서비스 보안 솔루

션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서비스 개발 단계 

반에 걸친 보안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해, 

서비스  서비스 아키텍처에 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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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험들이 있다. 

이에 따라 SOA 취약  식별을 통한 다양

한 보안 들에 한 사  분석과 책 수

립에 한 정량 인 근방법이 필요하다. 이

를 해 본 논문에서는 SOA 취약성을 정량

으로 분석하기 해 SOA 동  특성을 이

용한 메트릭 기반의 취약성 평가 방법을 제

안하 다. 제안된 메트릭에 한 이론  검증

과 함께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애 리 이션

을 상으로 메트릭을 용해 보았다.

한 서비스가 공격에 노출될 때 그 서비스

의 공격가능성이 다른 서비스에 얼마나 향

을 주게 될지를 분석함으로써, 아키텍처 수

의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약

성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향을 측하고 공

격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들의 노출로 인한 성

능 하와 같은 험 요인들을 리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SOA와 웹 서비스에 한 취약성은 매우 다

양하기 때문에 실질 으로 범 하게 용

할 수 있는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어

렵다. 따라서 제안된 메트릭을 수정 보완하여 

SOA 취약성 항목에 따라 보안 특성을 반

한 구체 인 평가 방법으로 확장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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