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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현재 이종 분산 컴포넌트 기반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을 부각하고자 한다.  컴포넌트 기반

으로 개발된 시스템들이 이종의 플랫폼(CORBA, .Net, JAVA)들상에 각 컴포넌트의 고유 기능 자체 

그대로 상호운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벤더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컴포넌트 모

델/시스템을 사용하여 컴포넌트 표준화나 통합화에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한다. 이는 시스템간의 상호운

용성을 해결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컴포넌트 상호운용 성숙도 모델(CIMM)을 언급하고 웹 서비

스를 이용한 이종 분산 컴포넌트 기반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에 대해 상호운용 성숙도 모델(IMM) 

로 상호운용 수준평가을 통해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개발 및 운용 환경이 개발 

벤더에 종속되기 때문에 동일한 개발 환경에서 만들

어진 컴포넌트가 아니면 서로 간의 상호 운용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현재 이종 분산 컴포넌트 기반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컴포

넌트 기반으로 개발된 시스템들이 이종의 플랫폼

(CORBA, .Net, JAVA)상에 각 컴포넌트의 고유 기

능 자체 그대로 상호운용이 가능해야한다. 그러나 

각각의 벤더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컴포넌트 

모델/시스템을 사용하여 컴포넌트 표준화나 통합화

에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한다. 이는 시스템간의 상호

운용성을 해결하는데 있다. 이종 분산 컴포넌트 기

반 시스템내의 컴포넌트는 그 특성상 블랙박스의 형

태로 개발되기 때문에 실제 하위 레벨에서의 상호운

용성을 측정하기는 힘들다. 아래의 표 1은 국방 

LISI 확장한 컴포넌트 기반의 CIMM(Component 

Interoperability Maturity Model)이다. 우리는 이를 

이용하여 컴포넌트간의 상호운용성 수준을 측정하

다[1].

  CIMM(Component Interoperability Maturity 

Model)의 컴포넌트 상호운용 수준은 5단계로 구분

한다. 이기종 컴포넌트 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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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계는 CIMM의 레벨 3이다. 즉, 수준 3은 이종 

컴포넌트간의 상호운용성이 가능한 단계이다. 우리

는 이종 컴포넌트간의 상호운용이 되기 위한 수준 3

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이종 컴포넌트간의 상호

운용을 웹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 LISI, 웹 서비스, 

CIMM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상호운용 수준 3이 

되기 위한 웹 서비스의 활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4

장에서 결론을 기술하 다.

2. 관련연구

2.1 LISI (Levels of Information Systems 

   Interoperability)

상호운용
성숙모델

참조모델 능력모델 구현옵션테이블

평가 프로세스

상호운용 성
프로파일

상호운용 성
매트릭스

상호운용 성
매트릭스

비교테이 블 구조산출 물

기초요소

LISI 심사 산출물

상호운용
성숙모델

참조모델 능력모델 구현옵션테이블

평가 프로세스

상호운용 성
프로파일

상호운용 성
매트릭스

상호운용 성
매트릭스

비교테이 블 구조산출 물

기초요소

LISI 심사 산출물

(그림 1) LISI 구성요소[2]

   LISI는 국방 정보체계의 능력을 심사하고 실제적

인 해결책을 선택하며, 상호운용성과 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공해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

림 1)은 LISI 평가의 구성요소를 보여준다. LISI는 

기초요소를 갖고 평가프로세스를 통해 나온 산출물

로 정보체계 상호운용성을 정의, 평가, 측정, 심사하

게 된다.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본요소의 기능은 다

음과 같다.

∙상호운용성 성숙도 모델은 상호운용성의 수준을 6

단계로 정의하며, 체계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증가

하는 복잡도를 설명한다.

∙참조모델은 프로시져(P), 응용(A), 기반구조(I), 자

료(D)의 속성으로 6단계로 수준을 구분한다. 각 수

준에 정의된 상호운용성 성숙의 정도를 달성하기 위

한 속성을 표현한다.

∙능력모델은 정보체계 상호운용 수준의 측정을 결

정하기 위해 요구하는 상세 수준과 LISI 심사를 위

한 기초를 제공한다.

∙구현옵션 테이블은 개발자가 능력모델에 정의된 

각 능력에 대한 구현을 위한 이용 가능한 구현선택

의 범위를 표현한다.

  <표 1>은 LISI 참조모델로 수준별 상호운용 성숙

도과 PAID의 정의를 포함한다.  LISI 프로세스에서

는 <표 1>과 같이 PAID 측정과 함께 상호운용 성

숙도를 측정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IMM PAIDIMM PAID

<표 1> 상호운용성숙도와 LISI 참조모델[2]

  LISI 프로세스는  공통적인 참조 틀과 성능측정을 

제공하며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스템 개발, 획득, 배

치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정보체계 생명주기를 갖는

다. (그림 2)는 LISI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보여준다[2].

(그림 2) LISI 심사 프로세스[2]

2.2 웹 서비스  

  웹서비스에서는 어플리케이션간의 상호작용을 위

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상위 프로토콜인 웹 서

비스 프로토콜과 공개 표준인 XML을 이용하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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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진 구조적하고 확장성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

하고 있다. 

  웹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통신 프로토콜, 서비스 

기술, 서비스 발견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은 

웹 서비스간의 통신을 제공하는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정형의 웹 서비스 기술을 제공하는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과 웹 서비스 기술을 

등록하고 저장하는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기술이 있다[4].

  웹 서비스 아키텍처는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와 서비스 요청자(Service Requester), 서비

스 레지스트리(Service Registry)의 세 가지 역할로 

이루어져있다.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Publish - 

Find - Bind' 동작이 있다[4]. (그림 3)은 웹 서비스 

아키텍쳐를 통해 웹서비스의 활동들을 보여준다.

웹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상세 정보와 

함께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Publish 기법, 서비스 

요청자가 원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검색하고 알아오

는 Find 기능, 해당 서비스의 수행을 위해 호출하고 

초기화하는 Bind 기능을 각각 수행한다[4][5].

(그림 3) 웹 서비스 구조[3]

2.3 CIMM(Component Interoperability Maturity 

    Model)

    CIMM은 컴포넌트간의 상호운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LISI 평가 모델 중 능력모델을 확장한 모델이

다[1]. LISI 모델은 측정기반이 되는 구현옵션에 컴

포넌트를 고려하지 않았고, 1998년도에 개발된 능력

모델 또한 현재 01모델로 개정하 지만 컴포넌트에 

대한 고려된 사항이 없다[2]. 이점을 보완 확장한 것

이 CIMM이다. CIMM은 <표 2>처럼 컴포넌트를 5

개의 수준으로 구분하는데 각 수준별 구분사항은 다

음과 같다. 

 ∙의존 컴포넌트 : 가장 상호운용 수준이 낮은 단

계의 컴포넌트이며 개발 언어, 운용환경 등에 의존

적인 컴포넌트로 특정 개발언어, 운 체계, 통신 인

프라에서만 동작하는 단계이다.

∙독립 컴포넌트 : 독립 컴포넌트는 EJB나 .Net과 

같이 특정 컴포넌트 모델이 정의되어 있어 모델에서 

정의하는 규격을 만족하는 컴포넌트 간에 상호운용

이 가능한 컴포넌트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컴포넌

트 간에는 상호운용이 불가능하다.

∙상호운용 컴포넌트 : 상호운용 컴포넌트 단계에서

는 컴포넌트 모델에 제약이 없이 모든 컴포넌트가 

컴포넌트 기술적으로는 상호운용이 가능한 단계이

다. 그러나 각 컴포넌트간의 상호운용에 대한 세부

적인 규약이나 절차는 정의되어 있지 않는 단계이

다.

∙도메인 컴포넌트 : 도메인 컴포넌트는 컴포넌트를 

공유하는 도메인에서 컴포넌트 표준을 개발하여 제

공하므로 도메인 내부에서는 상호운용이 가능한 단

계이다.

∙통합 컴포넌트 : 통합 컴포넌트는 컴포넌트의 표

준이 정의되고 모든 컴포넌트 사용자에게 표준으로 

개발되어 각각의 도메인에서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단계이다[4].

<표 2> 컴포넌트 상호운용 성숙도 모델[1]

Level
상호운용수준

C (Component) 설명
범위 컴퓨팅환경

5 Enterprise Universal

통합

(Enterpris

e)

b
전 세계적 

상호운용

-통합 환

경의 컴포

넌트 상호

운용 가능
a

국가적 

상호운용

4 Domain Integrated
도메인

(Domain)

b
도메인간 

상호운용
-도메인

 컴포넌트

 상호운용 

 가능
a

도메인 

내부 

상호운용

3 Functional Distributed

상호운용

(interoper

able)

b

컴포넌트 

상호운용 

기술적 

방안 제시

-컴포넌트

 간 상호

 운용가능

-상호운용 

 규약 및 

 절차부재
a

컴포넌트 

규약 및 

절차정의

2 Connected

Peer 

to 

Peer

독립

(independ

ent)

b
운용환경 

독립
-컴포넌트 

 모델종속
a

개발언어, 

운용환경 

의존

1 Isolated Manual

의존

(depende

nt)

b
운용환경 

의존
-개발환경 

및운용환경

에 의존a
개발환경 

의존

3. 컴포넌트 기반 시스템간의 상호운용 능력 문제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사용되는 컴포넌트의 경우

는 외부 컴포넌트와 상호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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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통합이나 조립을 원해 개발된 컴포넌트의 경우 

상호운용성을 고려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개발되는 

컴포넌트들은 각각의 벤더들이 고유의 환경에서 개

발되기 때문에 이종의 컴포넌트간의 상호운용성이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이다. 

3.1 웹 서비스의 상호운용 수준 측정

  상호운용성은 이종 분산 컴포넌트 기반 시스템간 

상호연동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속성

수준
절차 응용체계 기반구조 데이터

5

전군적

b

국가차원

-국가범위이 교리와 임무

다국적 조직

가상협력을 지원하는 응용

-중복된 응용의 제거

-응용간에 객체수준 cut과 paste

(대화식: 경량 client applet, JAVA, 

ORB, CORBA, DCOM)

다차원 광역망

-다중 수준 보안망

-가상 사설망

범 전국적 모델

a
국방차원

-전군범위의 교리와 임무
통합 데이터 모델

4

도메인

b
도메인

-육,해,공군, 각부서

-C4I, 무기체계

-도메인 범위의 정책, 절

차, 훈련

(도메인IP주소)

(승인된 MNS 및 ORD)

자료 공유를 지원하는 응용

-공통저장소

(공유데이터/직접데이터베이스교환)

(상황도: Common Operation Picture)

(direct DB교환)

광역망(WAN)

(Router, Switching

고유주소 갖음, 네트

웥크를 세그먼트 

ATM 

기반 스위치 네트워

크, 

ISDN 네트워크)

(보안-ipmulticast)

(TCP/IP)

 표준 데이터 요소

a

그룹협력을 지원하는 응용

-네트워크 화상/음성회의, 전자칠판

-무선접근성

(Net meeting, Cu SeeMe)

DMBS

( 도메인 데이터 모

델 사전, 표준 데이

터 요소, 다른 운용

에서도 호환)

3

기능적

c

요구사항의 규격화할 표

준환경

공통운용환경(COE)

DII-COE 표준 5적합성

자료공유환경(SHADE)

(p59)

(Win95, C, C++)

임의접근성을 지원하는 응용

-웹브라우져

(connectivity, MS internet Explorer)

(netscape nevigator)

(GUI, 워드프로세스, 프리젠테이션)

근거리망(LAN)

(local networking)

(ethernet, Token 

ring, Apple talk, 

W i n d o w 기 반 

NETBEUI)

(NET: 다대다

주파수

unix: socket 자체적

으로만 호환가능)

(UDP/IP)

이종의 자료

[응용으로부터 분류 

(응용에 독립적인 

데이터)

-.doc, .wps, html

-SGML, JBIG, 

JFT, 

-hwp, ppt, 틴, 

office

]

b

기본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응용

-기본직능 지원응용

(Access, DesktopDB)

(전자우편, 전자결제)

a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준의 절차, 

훈련

-관리지침 매뉴얼

(온라인 문서, 체계설계

서, 

안내서)

진보된 메시지 전송을 지원하는 응용

-이종의 자료형태

-첨부된 메시지 전송

2

연결

c

표준순응(표준안이 구현

되어있는지)

-전사적 표준

-DITA(국방정호기술표

현)

(표준을 정립한것)

(관리지침, 인터페이스 표

준)

기본적인 메시지 전송을 지원하는 응용

-기본적인 메시징 능력

[저장 및 처리(storage 

e-mail(화일 첨부 안됨)

peer-to-peer 통신

-단/양방향

-모뎀연결

동종의자료

(개인-to-개인 (자

유통신) 음성

사운드 :MPEG-1

단순그래픽: .pcx 

ASCII

e-mail, DEF

Gzip, Pkzip, Gzip

GIF

b
데이터 파일 전송을 지원하는 응용

(FTP, 모뎀, kermit, Procom )

a

보안프로파일

-보안 프로파일 존재/순

응

(보안 수준에서 운 관장

할 정보)

(평문, 비 운용 허용)

단순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응용

-하나의 단순 자료 형태

-채트 팩스

1

불완전

b

매체교환(절차)

[물리적인 보안(login)]

-매체사용통제

-시스템 보안내규

(로그인 절차) 없음

이동 가능항 매체

-매체 형태

-파일 체계 형태

매체포맷

a
접근제어

-인원/시설통제계획
수동 재입력

개별자료

-비표준 자료

-격리된 체계 범위 

적용

0격리 상호운용성 없음

<표 3> 웹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수준 측정[6]

 

 <표 3>은 LISI 능력모델을 통해 본 웹 서비스 상

호운용 수준이다. 수준 1∼2단계는 이종 분산 컴포

넌트 간에 상호운용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수준 3

이상에 도달해야만 이종 컴포넌트간에 상호운용 수

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웹 서비스는 이종의 컴포

넌트들 간에 상호운용을 SOAP과 WSDL의 기능을 

이용하여 상호운용을 확보한다. 

  웹 서비스의 상호운용 성숙도를 측정하 을 때 

<표 3>과 같이 수준 3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표 3>에서 도메인에 대한 절차적(P)와 데이터

(D) 측면이 보완하기만 하면 수준 4이상의 상호운용

성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런 모델을 

통해 시스템간의 상호운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웹서비스를 이용한 이종 분산 컴

포넌트 기반 시스템간의 상호운용하는 방법에 상호

운용성숙도(IMM) 통해 상호운용 성숙도 수준 3정도

로 측정하 고, 이를 이용하여 상호운용 성숙도 수

준 3에서 4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언급하

다. 상호운용성숙도 측정은 LISI의 상호운용 성숙

도 & 능력모델을 통해 측정하 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웹서비스의 상호운용성 수준 측정뿐 아니라 측

정된 웹서비스 수준을 이용하여 보다 높은 상호운용

을 하기위해 상호운용성숙모델(IMM)을 통해 향상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컴포넌트 기반 개발 단계부터 상호운용 성숙

도 모델을 이용하여 컴포넌트 기반 시스템간의 상호

운용 성숙도 수준을 측정하여 개발한다면 컴포넌트

간의 상호운용이 성공적인 컴포넌트 개발에 높은 효

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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