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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OA)는 기업이 적정한 비용으로 오늘날 가장 중요한 IT 요구사항인 민첩

성과 유연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IT 아키텍처 수립의 토대로, 경영환경이 빠르게 급변하는 최근에 
떠오른 이슈이다. 기존의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의 서비스 개발은 주로 비즈니스 환경에서 어플리케

이션방향으로 접근하는 하향식 방법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미 개발된 컴포넌트 기반 
시스템에서 접근하는 상향식 서비스 식별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이벤트 정보를 담고 있는 GUI Flow-Event 를 이용하여 컴포넌트를 서비스로 식별하고, 서비스 식별

시 발생하는 서비스간 연관관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함으로써 비즈니스 도메인에 더욱 가깝고, 
약결합을 지향하는 서비스로 식별할 수 있다.  

 

1.  서론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는 기업의 인프라의 복잡성 및 
유지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극
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영환경이 빠르게 급변하

는 최근에 각광 받고 있다.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의 서비스 식별에 대한 연구

는 SOA 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 방법론(Service Based 
Development) 등에 언급되어 있으나[1][2][3][4], 개발 
절차상의 서비스 식별 방법을 하향식(Top-down 
method), 상향식(Bottom-up method), 절충형(Hybrid 
method) 방법으로 구분할 뿐 세부적인 절차나 활동을 
명시하지 않고[5],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하향

식 방법론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6].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는 서비스 간에 약결합

(Loosely-Coupled)을 지향하고 서비스간의 의존도를 지
양(statelessness)한다. 그러므로 서비스간 결합도가 낮

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특성은 비단 서비스 지향 아
키텍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컴포넌트 개발 방
법론에서도 강조되어 온 특성이다. 그러나 컴포넌트는 
기능적인 단위의 최소 결합도를 가지도록 식별되는 
반면, 서비스는 독립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단위로서 기능보다는 한 차원 위에서 비즈니스 
규칙과 그 프로세스를 포함하므로 컴포넌트와 구별된

다[7]. 그러므로 기업이 전사 시스템을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로 전환할 때, 기존 컴포넌트를 그대로 서비

스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과 적
합한 정도의 큰 크기(Granularity)를 가진 서비스로 컴
포넌트를 합성(Composition) 또는 분할(Partitioning)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GUI(Graphical User 

Interface)가 시스템의 기능보다 한 차원 위에서 사용

자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착안, GUI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의 컴포넌트를 서비스로 식별하

는 상향식 서비스 식별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제안하

는 ‘SOA 를 위한 컴포넌트 시스템의 서비스 식별법’
을 기술한다.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경영정보시스템에 적용한 사례를 통한 결과를 분석하

고, 끝으로 4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SOA를 위한 서비스 식별 

레거시 컴포넌트 시스템을 SOA 로 구축하기 위한 
GUI 기반 서비스 식별 과정은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후보 서비스 식별을 위한 준비 단계인 전
처리 과정과 후보 서비스를 식별하고 정제하는 서비

스 식별과정으로 나누며 이를 통해 최종 서비스를 식
별한다. 여기서 말하는 최종 서비스란 상향식 서비스 
식별 방법론을 통해 얻어진 서비스를 말한다. 
 

 
그림 1. 상향식 서비스 식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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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처리 과정 

 
서비스 후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별할 대상

인 GUI 화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GUI 화

면은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기만 하는 Display 영역과 
화면 변환이 일어나게 하는 Interactive 영역으로 나누

어지는데 그 각각에는 표, 그래프, 검색영역, 그 외 기
타 영역으로 구분되고 세부적으로 라디오버튼, 버튼, 
텍스트, 체크박스, 콘텐트, 아이콘, 자료 입력 창, 선택 
등이 있다. 

다음으로 각 GUI 가 발생하는 이벤트를 GUI Event-
Flow Diagram 로 나타낸다.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
이 GUI Event-Flow Diagram 은 출력이벤트와 입력이벤

트를 화살표 방향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가장 많은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GUI 화면이 무엇 인지와 GUI 화

면 간의 이벤트관계가 어떤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2. GUI Event-Flow Diagram 

 
2.2. 서비스 식별 과정 

 
전처리 과정을 통해 작성된 GUI Event-Flow Diagram 을 
이용하여 1 차 후보 서비스를 식별하고 식별된 후보 
서비스를 정제하여 2 차 서비스와 3 차 서비스를 식별

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서비스로 식별해내는 과정이다.  
후보 서비스는 서비스간 출력 이벤트 발생 최다빈

도수를 기준으로 식별한다. GUI Event-Flow Diagram 을 
참고하여 출력 이벤트 발생 수에 따라 GUI 화면들을 
정리한 후, 출력이벤트발생빈도가 많은 GUI 화면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CoreRoot 로 정한다. CoreRoot 를 
기준으로 CoreRoot 에서 출력되는 이벤트와 연결된 
GUI 화면들을 모두 묶어 하나의 1 차 후보 서비스로 
식별한다. 
다음으로, 식별된 1 차 후보 서비스 사이에 발생되

는 포함관계 분석하여 2 차 후보 서비스를 식별하고, 2
차 후보 서비스간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여 3 차 후보 
서비스를 식별한다. 포함관계와 연관관계는 1 차 후보 
서비스의 조합 사이에 발생하는 결합도(정의 1)와 최
종 서비스의 개념과 크기를 고려하여 임의로 정한 기
준결합도로부터 구한다. 

 

정의 1. 결합도 

1 차 후보 서비스 간에 중복되는 GUI 화면의 비율 
 
 정의 2. 포함관계 

결합도가 기준 결합도 보다 큰 경우로, 두 후보 서비

스간 결합된 GUI 화면수가 많은 경우 

 

정의 3. 연관관계 

결합도가 기준 결합도 보다 작은 경우로, 두 후보 서

비스간 결합된 GUI 화면수가 적은 경우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1 차 후보 서비스간

의 관계가 포함관계(정의 2)인 경우를 먼저 파악한 후 
하나의 2 차 후보 서비스로 식별한다. 그리고, 2 차 후
보 서비스들 간에 발생하는 연관관계(정의 3)를 최소

화하여 3 차 후보 서비스로 식별함으로써 최종 서비스 
식별이 이루어진다. 즉, 2 차 후보 서비스간에 연관 관
계에 있는 GUI 화면들을 각각의 2 차 후보 서비스에 
중복하도록 하여 3 차 후보 서비스로 식별하거나, 또
는 중복된 부분을 변형시켜 3 차 후보 서비스로 식별

한다. 

 
그림 3. 후보 서비스 식별 

 
2 차 후보 서비스간에 연관관계 발생 부위는 다음과 

같이 4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1. 한 후보서비스의 Root 에서 다른 후보 서비스의 
Root 를 호출한 경우 

2. 한 후보서비스의 Root 에서 다른 후보서비스의 
Subset 을 호출한 경우 

3. 한 후보서비스의 Subset 에서 다른 후보서비스의 
Root 를 호출한 경우 

4. 한 후보서비스의 Subset 에서 다른 후보서비스의 
Subset 을 호출한 경우. 
 

연관관계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이벤트 발생 유형에 
따라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벤트 발생 유
형은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기만 하는 참조(Retrieval)
와 데이터베이스의 변형을 일으켜서 GUI 컴포넌트의 
서비스 식별시 좀 더 신중해야 하는 수정, 생성, 삭제

(Update)로 나눌 수 있다. 
2 차 후보 서비스간에 발생하는 연관관계에 따른 문

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최종후보서비스의 질
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비스 지향 아



 
 

제 27 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14 권 제 1 호 (2007. 5) 

 

247 

키텍처는 서비스간에 약결합(Loosely-Coupled)을 지향

하며, 서비스간 결합도가 높으면 한 모듈의 변화에 따
른 다른 모듈로의 파장이 커지게 되어 시스템의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3.  적용 사례 및 분석 

 
국내 기업의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경영정보시스템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적용해 보았다. 이 경영

정보시스템은 129 개의 GUI 로 구성되어 있고, 13 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1 차 후보 서비스

를 식별한 결과 6 개의 1 차 후보 서비스가 식별되었

다. 식별된 6 개의 1 차 후보 서비스간의 결합도는 표 
1 과 같았다. 
 

표 1. 1 차 후보 서비스간 결합도 

 
 

 이를 토대로 포함관계(정의 2)를 분석, 2 차 후보 서
비스로 식별한 결과는 다음 그림 4 와 같았다. 그림 4
에서 실선은 강결합으로 포함관계를, 점선은 약결합으

로 후보서비스들 간에 연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 포함관계 분석을 통한 2 차 서비스 식별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서비스지향아키텍처는 서비

스간에 약결합(Loosely-Coupled)을 지향하므로, 2 차 후
보 서비스간에 발생하는 연관관계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최종후보서비스의 질을 결정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2 는 컴포넌트를 그대로 서비스로 식별한 경우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식별한 경우, 
2 차 후보 서비스간에 발생하는 연관관계 위치 및 발
생 이벤트 발생 유형에 따른 최초 문제점 수 와 식별 

후 문제점 수에 대한 측정 결과이다. 
 
 

표 2. 연관관계에 따른 문제점 발생 수 

 
 
그림 6 은 컴포넌트를 그대로 서비스로 식별한 경우

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식별한 경
우 각각에 대한 문제점 해결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기존 컴포넌트를 바로 서비스로 식별하는 경
우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Retrieval 19%, 데이터베이

스와 같은 자원에 대한 분할 문제를 가져오는 Update 
43%로, 총 18.75%의 문제점만을 해결하는 데 반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식별하는 경
우는 Retrieval 50%, Update 87.5%로 총 60%의 문제점

을 해결한다. 특히 서비스 식별 시 자원의 분할 문제

를 일으켜 더 큰 문제점을 야기하는 Update 의 문제점 
해결 비율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무려 40% 
이상 높아 효과적이다. 
 

 
그림 6. 서비스 식별 시 문제점 해결 비율 비교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식별할 경우 컴포넌트를 바로 서비스로 식별하는 것
에 비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탁월하게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서비스간 약결합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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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OA 를 위한 상향식 방법의 서비스 식
별법을 제안하였다. GUI 기반 서비스 식별 과정은 후
보 서비스 식별을 위한 준비 단계인 전처리 과정과 
후보 서비스를 식별하고 정제하는 서비스 식별과정으

로 나누어지고, 이를 통해 최종 서비스를 식별한다. 
또,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실제 경영정보시스템에 
적용한 사례를 통해 제안한 방법이 서비스지향아키텍

처의 서비스간 약결합(Loosely-Coupled)을 실현하는 데 
더욱 효과적임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컴포넌트로 구축된 레
거시 시스템을 SOA 로 구축하면서 GUI 를 최대한 재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향후, 비즈니스 단계에서의 서비스 식별 과정 연구

를 통해 하향식 서비스 식별법을 제안하고, 궁극적으

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상향식 접근 방법과 통합한 
절충형(hybrid) 서비스 식별 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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