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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웹 관련 기술들의 개발 및 표준화로 인하여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기반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SOA 가 개발 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IT 분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OA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IT 분야에서 시장 형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측면에서 볼 때 SOA 기반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실제 적용하기에는 이용 가능한 서비

스들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며, 사용자들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요구

를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SOC 환경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정적 장애요인이

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다수의 연구들이 서비스 시장에서 대체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진행되고 있어 웹 서비스의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대체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확장된 서비스 중
개자(Extended Broker) 개념과 구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성숙되지 않은 웹 서비스 환경에서 서비

스 요청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사용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1. 서론 

 

IT 분야에서 컴포넌트 기반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

션 개발이 각광을 받았지만, 벤더들의 개별적인 표준 

정책들과 컴포넌트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의 이유로 

기대와는 달리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

는 상황이다. 그러나, XML, WSDL, SOAP, UDDI 와 같은 

웹 관련 기술들의 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되면서 컴포

넌트의 서로 다른 플랫폼에 대한 상호운용성의 개념

을 가진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기반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

션 개발이 가능해 짐에 따라 SOA 가 IT 분야에서 이슈

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BEA 나 IBM 등과 같은 기업

들의 주도로 SOA 기반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에 대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변화가 진행 중이며,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다

[6][11]. 오늘날 웹 환경에서는 서비스 중개자들의 

부족으로 인하여 서비스 요청자들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를 발견(discover), 통합(collate), 분

석(analyze)하는 과정을 개개인이 직접 하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단지 제한적인 수의 인터넷 중개자들

이 존재하고, 서비스 요청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일

부의 제한된 기능(functionality)만을 제공하고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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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 SOA 기반의 개발 방식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서비스 요청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용 가능한 서비스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

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

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서비스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대체 서비스가 존

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도입 초기 

웹 서비스 환경에서 대체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

우, 대체 서비스 제공은 실패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사용자가 요구하는 상위 수준의 서비스(비즈니

스 수준) 실패를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SOC 환경은 

결국 활성 될 수 없을 것이다.   

 

2. 관련연구와 분석 

 
2-1.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서비스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서비스 지향 컴퓨팅

(SOC)은 서로 다른 종류의 서비스들의 연결과 표준화

된 인터페이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 제공과 함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비스 지향 아키텍쳐(SOA)를 이용하고 있다.             
SOA 는 어플리케이션의 기능들을 잘 정의되고 호출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독립적인 서비스들로 개발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쳐이다[2]. 
기본적인 SOA 는 (그림 1)와 같이 서비스 제공자

(service provider), 서비스 레지스트리(service registry), 
서비스 요청자(service requestor, client)의 3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3].  

◦ 서비스 요청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요청자’가 호출시 입력하

는 값을 가공하여,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공한

다. 경우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또 다른 ‘서
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서비스 사용

자’가 될 수 있다. 
◦ 서비스 레지스트리: 범용적인 접근이 가능한 레

지스트리 또는, 보안이 추가되어 어떤 일정한 조
직이나 확인된 두 비즈니스 협력자 사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사설(private) 레지스트리를 구축할 
수 있다[9].  

    

서비스 요청자 서비스 제공자

Internet

서비스 중개자 레지스트리

Bind

Find Publish

 
(그림 1) 기본적인 서비스 지향 아키텍쳐[9]. 
 
또한, publish, find, bind 의 오퍼레이션(operation)을 포

함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서를 정
의하고 그것을 요청자나 서비스 레지스트리에게 공개

한다(publish). 그리고 서비스 요청자는 UDDI 와 같은 
서비스 레지스트리로부터 서비스 기술서를 찾기 위해 
find 오퍼레이션을 사용한다. 이렇게 얻은 서비스 기
술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연결(bind)되기 위해 사용된

다.  
 
2-2. 서비스 중개자(Service Broker)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중개자에게 서비스를 공개

(publish)하고, 서비스 요청자는 중개자로부터 서비스

를 찾고(find), 적절한 서비스 제공자와 연결(bind)시켜

주는 구조에서 서비스 중개자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
비스 요청자의 사이에서 중대한 연결 고리이다.  
현재와 같이 세분화된 서비스 환경에서는 중개자가 

하나의 계층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계층 구조

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를 여행 관련 서비스에 적용

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서비스 요청자

종합 서비스 중개자

항공  
설비 운영자 …

항공 예약 
전문 중개자

호텔 예약 
전문 중개자

 렌터카 
전문 중개자

호텔 예약 
전문 중개자

 렌터카 
전문 중개자

호텔 예약 
전문 중개자

여행 보험 
전문 중개자

항공  
설비 운영자

호텔  
설비 운영자

호텔  
설비 운영자

렌터카 
설비 운영자

렌터카 
설비 운영자

여행 보험 
설비 운영자

…

사용자 수준 서비스

Web 수준 서비스

세분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의 서비스 중개자

 (그림 2) 세분화된 웹 서비스 환경에서 다계층 서
비스 중개자와 기존의 서비스 중개자의 비교.   
 
(그림 2)에서 종합 서비스 중개자와 같은 역할을 하

는 OTA(Open Travel Alliance, www.opentravel.org)는 자
동차 임대 산업(car rental industry), 호텔 및 항공에 관
한 예약, 여행자 보험 등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찾기 
위한 일련의 표준화된 비즈니스 처리에 대한 과정을 
명세화 하고 있다.  

(그림 3)은 OTA 의 항공 예약에 관한 비즈니스 프로

세스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엑티비티 다이어그램

(Activity Diagram)으로, OTA 의 명세서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여행 계획의 서비스 요청자를 위한 비즈니스 
영역의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 중 일부이다. 항공 예
약에 관한 엑티비티 다이어그램에서 서비스 중개자는 
세분화된 다계층 구조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단일 계층으로 표현되며, 여행 운영자(Tour Operator)는 
다계층 구조에서 서비스 설비 운영자의 역할과 세부 
전문 중계자의 역할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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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항공 예약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액티비

티 다이어그램(activity diagram)[10]  
 

다이어그램의 굵은 화살표는 제어 흐름(control flow)
을 나타내며, 점선으로 표시된 화살표는 메시지 흐름

(message flow)을 나타낸다. 각각의 노드(node)는 하나

의 엑티비티(activity)를 나타낸다. 여기서 여행 대행자

(travel agency)는 중개자에 해당하고, 여행 운영자(tour 
operator)는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며, 각각에 해당되

는 여행 대행 비즈니스 프로세스(travel agent business 
process)와 여행 운영자 비즈니스 프로세스(tour 
operator business operator) 즉, 두 개의 비즈니스 프로세

스가 존재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서비스 요청자가 
항공 예약에 필요한 출발지, 날짜, 좌석 수 등을 OTA 
요청 문서로 제공함으로써 시작된다. 이렇게 요청된 
서비스는 서비스 중개자(여행 대행자)의 요청 액티비

티(request activity)를 발생시킨다. 여행 대행자는 요청

자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 제공자(여
행 운영자)에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
인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 후, 서비스 요청자는 서
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한 다음, 서
비스를 거절, 변환, 요청(rejecting, modifying, accepting) 
등을 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10].  
위와 같이, 서비스 중개자(여행 대행자)는 서비스 요
청자의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

기 위해서 적절한 서비스 합성(composition)을 위한 시
장(marketplace)을 찾는다. 적절한 시장을 찾고 나면, 
중개자는 요청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서비스 공급에 
관한 협상(negotiation)과 이렇게 계약된(contracted) 서

비스들의 실행을 위한 연결(bind) 과정을 수행한다[4]. 
또한, 성숙된 웹 서비스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들 중에서 서비스 요청

자의 요구 조건 즉, 소프트웨어 품질(quality), 가격

(cost), 제공(delivery) 등을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3. 신뢰적인 서비스 중개자(reliable Broker) 

(그림 2)에서와 같이 서비스 요청자는 종합 서비스 
중개자(여행 대행자)에 의해 서비스 공급자들의 항공 
예약, 호텔 예약, 자동차 임대, 여행자 보험 등 서비스

를 제공 받고 있다. 하지만, 항공 예약 서비스의 실패

(failure)가 발생하면, 종합 서비스 중개자는 대체 서비

스 제공자를 찾아 요청자에게 위치 투명성(transparent)
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서비스 중개자는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요청자를 연결해 주
는 역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실패에 대한 신뢰성

(reliability)을 제공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서비스 요
청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 새로운 
서비스를 대체 서비스로 제공하는[1] 신뢰적 중개자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3. 확장된 서비스 중개자(extended Broker) 

 
현재 웹 서비스 중계자는 지나치게 세부화된 서비

스 수준으로 인하여 다계층 구조를 이루게 된다. 또

한 앞서 언급한 대체(replace) 서비스들은 그 환경적 
요인(기술, 자본 등)이 성숙해질 때 서비스 요청자에

게 신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숙한 산업으로의 이동은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상
례이다[7][12]. 

초기의 성숙하지 못한 웹 서비스 환경에서는 일부 
요소 수준의 서비스 실패에 대한 적절한 대체 서비스

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자 수준의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림 2)와 같이, 종합 중
개 서비스가 다수의 세부적으로 전문화된 중개 서비

스로 구성이 되는 경우, 즉 항공 예약 중개 서비스, 
호텔 예약 중개 서비스, 자동차 임대 중개 서비스, 여
행자 보험 중개 서비스등과 같은 세부 중개 서비스가 
전체적인 여행 계획 서비스를 구성한다면, 이러한 서
비스들은 다계층 구조 속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계약

을 맺고 있다. 그러한 세부 중개 서비스들은 적절한 
여행을 계획한다는 목표(goal)를 만족하기 위한 한 요
인이 되므로 종속성(dependency)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하나의 서비스 컴포넌트의 실패로 인해 서
비스 요청자는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전반적이고 완
벽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게 된다[8].  

대체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웹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의 신뢰성(reliability) 문제는 우선 서
비스 요청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서비

스 제공자와 서비스 요청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될 때, 
신뢰성에 관한 문제는 보증과 보상에 관한 조건을 명
시함[4]으로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대체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 서비스 제공을 실패한 경우에 대한 
계약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기업 도산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는 직접 서비스 요청자가 해당 서비스 컴포넌트

를 구입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이는 서
비스 요청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를 
배달(delivering)하는 개념, 즉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때 간단히 사용한

다”[8] 라는 개념에 크게 상충된다. 더구나 서비스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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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넌트를 직접 구입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서
비스 요청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서 발생하는 비
용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이는 사실상으로 실
현성이 없는 대안이다.  

그러므로 대체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서비스 요청자들에게 신뢰적이고 cost-effective 한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은 서비스 중개자의 역할을 
확장해서, 중단된 서비스를 중개자가 서비스 요청자에

게 제공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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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확장된 서비스 중개자(Extended Broker)의 
적용([10]논문의 그림을 수정/보완하였음) 
 

(그림 5)는 항공 예약에 관한 대체 서비스가 존재 
하지 않는 환경에서 확장된 서비스 중개자가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의 기업 도산으로 중단된 서비스를 서
비스 중개자가 제공하는 것을 나타낸 액티비티 다이

어그램이다. 확장된 서비스 중개자가 서비스 제공자로

부터 중단된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

를 제공하게 되면, 서비스 요청자는 사용자 수준의 안
정적이고 cost-effective 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확장된 서비스 중개자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측면은 물론 기술적 또는 법과 제도

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심각한 위험성을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확장된 서비스 중개자를 민간 기업에

서만 구현하기에는 위험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 따라서 확장된 서비스 중개자은 민간 기
업체의 사업성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의 공공성과 공
정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신뢰성

을 보장하기 위한 중개자의 구현은 준 공공기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즉, 안정적인 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해 관련 민간 

기업들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준 공공적인 성
격을 가진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준 공
공기관에서 구현된 확장된 서비스 중개자를 통해, 시
장 측면에서 초기 도입 단계에 있는 SOA 기반 소프트

웨어 개발 방식의 활성화와 안정성, 서비스 요청자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4. 결론 
 
현재 IT 분야에서 도입 초기 단계인 SOA 기반의 소

프트웨어 개발 방식이 보편화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
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숙하지 않은 웹 서비스 환
경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부도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하

여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 어떠한 신뢰성도 
제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는 웹 서비스 초기에 대체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확장된 
서비스 중개자의 개념과 구현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존

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단되

는 경우에 확장된 서비스 중개자가 서비스 제공자 역
할을 대행 함으로서 사용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신뢰

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확장된 서비스 중개자는 
경제성, 기술적 또는 법, 제도 측면, 공정성 등을 고려

하여 준 공공기관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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