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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제시되고있는 서비스 지향적 컴퓨팅방법론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서비스라는 요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론과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여러 방법론은 그 동안 여러 논문에서 효율적인 개발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
고 있지만, 서비스 지향적 컴퓨팅방법론은 아직 개발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연구는 진행중이지 못
한 실정이다. 기존은 방법론과 서비스 지향적 컴퓨팅방법론의 여러 차이점 때문에 기존 방법론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 모델을 적용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따르며 새로운 개발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개발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지향적 컴퓨팅 방법론
에서 요구사항분석 및 정의, 설계, 개발, 실행, 유지보수와 같은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선
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지향적 컴퓨팅방법론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개
발 프로세스 모델에서 사용되어질 프로세스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서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은 초기의 구조적 프로
그래밍 (structured programming) 방법론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컴포넌트 기
반 소프트웨어 개발 (component based software 
development) 방법론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발전 방
향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
성 (reusability) 를 높이고, 사용자 요구사항의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를 손쉽게 하기 위해 유
연성 (flexibility)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대했었던 재사용
성과 유연성을 얻을수 없었으며, 이에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서비스로 이용하자는 개념인 서비스지향적 컴
퓨팅 (이하 SOC) 방법론이 나오게 되었다. 기존의 방
법론이 객체나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어떻게 소프트웨

어를 만들수 있는가에 기본을 두고 있다면 SOC 방법
론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어떻게 사용자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기본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차이점 
때문에 기존의 방법론과 SOC 방법론은 많은 차이점
을 가지고 있다. [1] 
기존의 방법론들은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졌

으며 각 방법론에 맞는 개발 프로세스 모델들이 제시
되어져 있다. 예를 들어,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에
서는 폭포수 (waterfall) 모델이 객체지향 방법론에서는 
Rational 사의 RUP (Rational Unified Process) 모델이 대
표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2][3] 이러한 개발 프로세
스 모델들은 각 개발 방법론의 특징에 맞게 만들어졌
으며 이를 이용할 경우 보다 안정적이며 쉽게 소프트
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SOC 방법론에서도 
SOC 환경에 맞는 개발 프로세스 모델이 제시되어져 
할 것이다. SOC 방법론은 기존의 방법론과는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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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론에서 사용되었던 개발 프로세스 모델을 변형, 
이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개발 프로세스 모델의 제시
가 필요하다. 
어떠한 방법론에 맞는 개발 프로세스 모델을 만들

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 프로세스 모델을 구성하는 각
각의 프로세스들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폭소수 모델과 RUP 모델은 각 개발 환경에 맞는 프
로세스들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프로세스들은 개발 환
경에 맞는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정의되어져 있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SOC 방법론의 특징 및 장점을 살펴
보고, SOC 환경에 맞는 개발 프로세스 모델을 작성할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정의해 보고자 
한다. 
 
2. SOC 의 소개 [4] 

SOC 는 응용 프로그램 (application) 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서비스를 기본 요소로 이용하는 새로운 컴퓨
팅 페러다임이다. 여기서 서비스란 어떠한 기능을 수
행하는 요소이며, 서비스가 수행하는 기능은 간단한 
사용자의 요청에서부터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까
지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방법론이 객체 또는 컴포넌
트를 이용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SOC 방법론은 어떠한 개발과정도 필요치 않고 단지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조합하는 과정만
으로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러
한 이유로 SOC 는 기존의 방법론보다 빠르고 저비용
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다. 
   
2.1 서비스의 특징 

SOC 의 기본 요소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특징을 갖는다. 

 
 기술 중립적 (Technology neutral) 
서비스는 거의 모든 IT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표준화된 기술을 이용하여 호출되기 때문에 서
비스의 내부 구현에서 이용한 특정 기술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약한 연결 (Loosely coupled) 
서비스들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사용자와 서비
스 사이의 호출은 서비스의 명세서 (description) 
에 따르는 인터페이스 (interface) 통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서비스의 내부적인 구조는 다른 
서비스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치 투명성 (location transparency) 
서비스는 자신이 제공하는 기능과 자신을 호출
하기 위해 필요한 위치 정보를 UDDI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와 같은 등
록소에 저장해 둔다. 서비스를 호출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등록소를 이용해 원하는 서비스를 찾
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가 어떠한 곳에 위치하
고 있는지는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비스의 이러한 특징들은 SOC 환경에서 개발되어진 

프로그램들이 재사용성과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갖게 
한다.  
 
2.2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이하 SOA) 

SOA 는 SOC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방법
을 논리적 구조로 보여준다. 기존의 방법론과는 다르
게 프로그램의 개발에 서비스를 기본 요소로 사용하
기 때문에 SOC 환경에서 SOA 는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SOA 는 그림 1 과 같이 서비스 제공자 (service 
provider) 서비스 등록소 (service registry) 서비스 사용
자 (service client) 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들 사이에
는 공표 (publish), 검색 (find), 연결 (bind) 이라는 상
호작용이 일어난다.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등록소

서비스
사용자

공표 연결

검색
 

그림 1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서비스 제공자 (Service Provider) 
서비스 제공자는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또는 다른 서비스들을 조합하여 추가적인 기
능을 갖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서비
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명세
서를 서비스 등록소에 공표하여 서비스 사용
자가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서비
스 제공자가 공표하는 명세서는 서비스가 제
공하는 기능 (function), 성능 (capability), 품질 
(quality) 뿐만 아니라 자신을 호출하는 방법
을 알려주는 인터페이스 (interface) 등으로 구
성되어져 있다.  

 서비스 등록소 (Service Registry) 
서비스 등록소는 서비스 제공자가 공표한 명
세서를 저장하고 있음으로써 서비스 사용자
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서비스 등록소를 이용함으로
써 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서비스 사용자에게 
자신의 명세서를 공표할 필요가 없으며, 서비
스 사용자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할 
필요없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다. 

 서비스 사용자 (Service Client) 
서비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제공
하는 서비스를 서비스 등록소에서 검색할 수 
있다. 여러 서비스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성능과 품질을 갖는 서비스를 선택 한 후에
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와 연결을 맺고, 자신
이 원하는 시점에서 요청를 보냄으로써 서비
스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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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SOA 가 SOC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
비스 사용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협의 
(negotiate), 여러 서비스를 조합함으로써 추가적인 기
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조합 (composite),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의 연결을 풀기 위한 
연결 해제 (unbind), 여러 서비스들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찾기위한 서비스 선택 (select) 와 같
은 작용들 까지는 표현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작용이 일어나기 위한 배경에는 SOA 가 기본적
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SOC 환경에서 SOA 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SOC 환경에서의 프로세스 제시 및 역할 분석 

지금까지는 SOC 방법론의 특징 및 장점과 함께 기
본적인 SOA 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SOC 방법론에서 필요한 프로세스들을 제시
해 보고, 각 프로세스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프로세스의 역할은 SOC 방법론이 프로그램의 개발
에 서비스를 기본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는점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장 (service market) 에 많
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5] 따라서 서비스 시장
의 성숙도에 따라 프로세스의 역할은 달라 질 수 있
다. 서비스 시장의 성숙도란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서비스 등록소에 공표되어지는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기능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일 
수도 있으며,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로 되는 기능
일 수도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수 존재한다면 성숙한 서비스 
시장이지만,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하나 또
는 전무 할 때 이는 미성숙한 서비스 시장이다. 현재 
SOC 방법론은 연구가 진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서
비스 시장은 미성숙 상태이며, 이에 프로세스의 역할
을 분석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3.1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Requirement Analysis and 
Definition) 프로세스 
기존의 개발 환경에서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프로
세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정의하는 역할
을 한다. SOC 환경에서의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프
로세스는 이러한 역할 뿐만 아니라 요구사항을 만족
시키는 후보 서비스들을 검색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를 종합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이
러한 역할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
째는 서비스 시장이 성숙한 경우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서비스 시장이 미성숙한 경우이다. 

 
1.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모든 서비스가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는 매우 이상적인 상태로써 비용, 품
질, 보안과 같은 비기술적 요구사항 (non-
technical) 부분을 토대로 알맞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 후 선택되어진 서비스들을 조합 
(composite) 해보고, 조합해본 결과가 원래 의도대
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
다. (그림 2 – a)  

2. 요구사항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않지만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 상태 
이러한 경우 두 가지 역할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와의 협상 
(negotiate) 를 통해 변형된 (customized) 서비스를 
공급받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 공급자
는 변형된 서비스를 다시 서비스 등록소에 공표
함으로써 서비스 시장을 보다 성숙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림 2 – b) 
두 번째는 요구사항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서
비스 제공자와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
당 부분이 프로그램의 주요 부분이 아니라면 요
구사항 자체를 변경함으로써 자체적인 개발의 필
요없이 보다 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3.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서비스가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 SOC 이전의 개발 방법론을 이용해서 
설계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SOC 방법론의 
여러 장점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서비스 시장이 
완전한 성숙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러한 경
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서비스 사용자는 자체 
개발한 서비스를 서비스 등록소에 공표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3 – c) 

 
서비스
사용자

서비스
등록소

서비스
제공자

검색

협상

서비스
사용자

서비스
등록소

검색

서비스
사용자

서비스
등록소

검색

자체개발선택

조합

확인

공표

공표

(a) (b) (c)

변형

통보

 
그림 2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프로세스의 역할    
(a – 성숙한 서비스 시장 b, c – 미성숙한 서비스 시장) 

3.2 설계 (design) 프로세스와 개발 (development) 프로
세스 
  SOC 환경에서의 설계 프로세스와 개발 프로세스의 
역할은 기존의 개발 환경에서 같은 역할을 한다. SOC 
환경에서의 설계, 개발 프로세스는 세 가지 경우에 실
행되어질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들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는 그림 2 – b 에서와 같
이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현 서비스에 대한 변형이 요
구되어지는 경우이다. 서비스 사용자와 제공자 사이에
서 현 서비스의 변형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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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서비스
를 변형하기 위해 설계 프로세스와 개발 프로세스를 
이용하게 된다. 세 번째 경우는 그림 3 – c 에서와 같
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없을 
경우로써 서비스 사용자가 SOC 이전의 개발 방법론
을 이용해서 직접 설계, 개발해야 경우이다. 
 
3.3 실행 (execution) 프로세스 
실행 프로세스에서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
가 실행 (execute) 되어진다. 서비스의 실행을 담당하
는 측은 서비스 실행자 (service executor) 라고 불리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 사용자는 경우에 따
라 서비스 실행자가 될 수 있다. 실행 프로세스의 역
할은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프로세스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된다. 즉 그림 2 – (a), (b) 와 같이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와 
제공자 사이에는 그림 3 – (a) 와 같이 연결 (bind), 요
청 (request), 실행 (execute), 결과 전송과 같은 과정이 
일어나게 되며, 이때 서비스 실행자는 서비스 제공자
가 된다. 또한 그림 2 – (c) 와 같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찾기 못해 직접 설계, 개발 과정을 거친 경
우 그림 3 – (b) 와 같이 서비스 사용자가 스스로 실행
하게 되며 이 때 서비스 실행자는 서비스 사용자 본
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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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행 프로세스의 역할                     

( a –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b – 자체 개발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4 유지보수 (Maintenance) 프로세스 
기존의 방법론에서 유지보수 프로세스는 가장 많
은 비용과 노력, 시간을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 였다. 
하지만 재사용성과 유연성이 높은 SOC 환경에서의 
유지보수 프로세스는 간단한 역할만을 담당하게 된
다. 유지보수 프로세스의 역할은 두 가지 경우로 나
누어진다. [5]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현재 프로그램에 새로운 기능의 추가 
또는 이전 기능의 삭제등을 원할 수 있다. 새로
운 기능의 추가는 이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찾
기위해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프로세스의 호출
을 필요로 하며, 이전 기능의 삭제는 그림 3 – 
(a) 에서와 같은 사용자와 제공자 사이의 연결을 

해제하기 위한 연결 해제 (unbind) 과정이 필요
하다.  
 하위 서비스의 결합으로 인한 통합 서비스의 오
류 
SOC 환경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서비
스의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서비스
의 예기치 못한 오류는 전체 프로그램의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서비스가 오
류를 발생시켰는지를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오류를 발생하는 서비스를 찾은 후에는 앞아세
와 같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해제하고,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같
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시 찾아야 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SOC 환경의 개발 프로세스 모델에
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제시해 보았으
며, 해당 프로세스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프로세
스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SOC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
는 상황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요구사
항 분석 및 정의, 설계, 개발, 실행, 유지보수라는 다
섯 개의 프로세스를 제시해 보았다.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프로세스는 서비스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그 역
할이 달라지게 되며, 이는 다시 실행 프로세스의 역할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설계, 계발 프로세스는 기존
의 개발 방법론에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지만 SOC 
라는 상황에 따라 기존의 방법론에서와는 다른 시점
에서 사용되어진다. 또한 유지보수 프로세스의 역할은 
SOC 의 재사용성고 유연성이라는 장점으로 그 역할
을 간편화 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프로세스들을 이용하여 SOC 
방법론을 위한 개발 프로세스 모델을 작성하기 위해
서는 SOC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프로세스들을 적용시켜 보는 과
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써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한 개발 프로세스 모델이 제시되어질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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