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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모바일 어 리 이션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바일과 웹 서비스와의 결합도가 높은 어

리 이션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어 리 이션의 증가는 가변성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재 웹 서비스와 연동하는 모바일 어 리 이션을 변경할 경우 어 리 이션 체를 재설

치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설치는 결합도가 큰 어 리 이션인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랫폼 기반에서 웹 서비스와 연동 시 웹 서비스 로토콜을 변경하기 

한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을 제안한다. 로토콜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은 선택 기법과 러그인 기법

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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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scale of mobile applications has been expanded, the high coupled application 

combined mobile and web service are growing. The growth of mobile application's size means 

that predicting design for variability should be involved. If mobile application's change is 

occurred, application should be reinstalled totally. However this reinstallation can raise 

side-effects in case of high-coupling application.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technique of 

customization for changing web service protocol as the mobile applications are connected with 

web service in android platform. Proposed protocol customization technique is consist of 

selection and plug-i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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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어 리 이션의 시장 규모가 폭발 으로 증가하는 

모바일 어 리 이션들은 부분 독자 으로 실행되는 

스탠드 얼론(Stand Alone) 어 리 이션 이지만, 모바

일 어 리 이션들과 웹 서비스와의 연동을 통해 어

리 이션 결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합도의 증

가는 어 리 이션의 변경에 따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따라서 어 리 이션을 웹 

서비스와 연동 시 효과 으로 변경하기 한 기법이 요

구된다[1][2].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어 리 이션에서 웹 서비스

와 연동 시 효과 으로 웹 서비스 로토콜을 변경하기 

한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웹 서비스 프로토콜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 93

제안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으로는 로토콜 선택 

기법과 로토콜 러그인 기법으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 2 에서는 련연구로 가변성과 

안드로이드 임워크 구조에 해 설명하며, 3 에서

는 본 논문의 핵심인 로토콜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

을 선택 기법과 러그인 기법으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4 에서는 3 에서 제안한 기법을 웹 서비스 로토콜 

변경 실 사례에 용하여 합성을 검증한다. 

II. 관 련 연 구

1. 가변성
가변성(Variability)은 공통성(Commonality)과 함께 

제품군(Product Family)의 요소[3]로서 제품군 멤버들 

사이의 차이[4]를 말한다. TV 제품군에서 가변성은 화

면 사이즈가 되며, 공통성은 화면 분사 방식이나 방송

 수신 방식 등이다. 이와 같이 가변성은 동일 기능을 

하는 제품군의 멤버들 간의 차이로서 컴포 트에서 가

변성은 소 트웨어 구성 요소와 일치하는 속성, 오퍼

이션, 그리고 메시지의 흐름이 된다. 

행 (Behavior) 가변성은 동일 컴포 트 멤버들 간에 

동일 기능을 하는 오퍼 이션이 서로 다른 알고리즘으

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행  가변성이라고 한다. 

를 들면, 은행 도메인의 계좌 컴포 트에서 이자 계

산 기능은 은행 마다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알고리즘으

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은행 마다 이자 계산의 기

능은 각각 다르다. 따라서 이자 계산은 행  가변성에 

해당한다.

워크 로우(Workflow)[5][6] 가변성은 동일 컴포

트 멤버들 간에 동일 기능이 서로 다른 메시지 흐름을 

제공하는 경우에 워크 로우 가변성이라고 한다. 를 

들면, 회원 등록하는 회원 컴포 트에서 회원 입력, 회

원 인증, 데이터 베이스 장의 로세스를 요구할 수 

도 있지만 특정 도메인에서는 데이터 베이스 장이 아

니라 거시(Legacy) 시스템으로 연동되는 로세스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회원 등록에 해 다른 

워크 로우를 요구하는 경우에 워크 로우 가변성이라

고 한다.

속성(Attribute) 가변성은 동일 컴포 트 멤버들 간

에 동일 역할의 속성이 서로 다른 타입이나 값을 가지

는 경우 속성 가변성이라고 한다[7][8]. 를 들면 동일 

컴포 트에서 날짜를 나타내는 속성이 도메인의 요구 

사항에 따라 문자 타입이나 날짜 타입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속성 가변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안드로이드의 어 리 이션 임워크는 [그림 1]

의 컴포 트 재사용 임워크처럼 안드로이드 랫

폼 상에서 모바일 컴포 트(어 리 이션 는 액티비

티)를 유연하게 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임워크이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가변부

(Variation Point)에 해 설정하기 해 인텐트( 는 

인텐트 필터) 라는 메타정보를 이용한다. 

그림 1.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안드로이드 랫폼 상에서 재사용 임워크 기능

을 제공하기 해 어 리 이션 임워크 내의 액티

비티 리자(Activity Manager)와 패키지 리자

(Package Manager)가 핵심 인 역할을 한다. 

[그림 2]와 같이 액티비티 리자는 컴포 트로부터 

가변 으로 호출되는 데이터 정보를 인텐트를 통해 

달하며, 패키지 리자는 인텐트 필터에 정의된 가변

인 호출 컴포 트 정보를 필터링하여 해당 컴포 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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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이션)를 호출한다[3]. 인텐트 필터나 인텐트를 

변경하면 액티비티 리자와 패키지 리자가 변경된 

메타정보에 따라 가변 으로 컴포 트를 변경한다.

그림 2.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구조

3. 모바일 지능형 추천 에이전트[9]
연구 [9]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지능형 멀티 에이

트를 통해 사용자에게 도움 되는 정보를 능동 으로 제

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로 일 모듈, 규칙

생성 모듈, 필터링 모듈, 서비스 모듈로 구성된다. 추천 

에이 트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지능

인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해 악 가능하도록 구성

한다. 연구 [9]는 추천 에이 트에 의한 상황인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에 한 

방안은 제한 으로 연구 되었다. 

4. 콘텐츠 추천 시스템 설계 및 구현[10]
연구 [10]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방 한 양의 콘텐츠

에서 사용자에게 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추천 시스

템에 한 설계  구 을 제안한다. 사용자의 복합 상

황정보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검색하고 추천 가 치를 

용하여 콘텐츠를 추천한다. 연구 [10]이 콘텐츠를 상

황정보에 의해 추천하는 것이며, 본 논문의 가변성 정

보를 통해 합한 웹 서비스 로토콜을 추천하기 한 

서비스 변경에 한 연구는 미흡하다.

III. 웹서비스 프로토콜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

안드로이드 랫폼의 어 리 이션 임워크에 기

반하여 웹 서비스 로토콜을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기 

한 기법으로 선택 기법과 러그인 기법을 제안한다.

1. 웹서비스 프로토콜 선택기법
선택기법은 모바일 어 리 이션에서 여러 웹 서비

스 로토콜 컴포 트 에 하나의 컴포 트를 선택하

여 요구하는 로토콜을 제공하는 기법이다. 

선택 기법은 어 리 이션 내의 로토콜을 다양하

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실행 에 로토콜을 변

경하기 한 기법이다. [그림 3]과 같이 “Activity” 서비

스에서 선택 으로 “Protocol_001”이나 “Protocol_002” 

로토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선택은 서비스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며 모바일 서비스 

실행 에 웹 서비스 로토콜 변경이 가능하다. 

그림 3. 선택기법 구조

안드로이드 랫폼 기반의 선택 기법을 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4]와 같다. “Application Framework”

은 안드로이드 랫폼 상에서 어 리 이션의 라이

사이클을 리하거나 컴포 트를 변경하기 한 메커

니즘을 제공한다. 동 인 서비스 구성을 해 호출 컴

포 트는 인텐트와 인텐트 필터를 포함해야 하며 어

리 이션 임워크는 해당 인텐트 필터를 통해 서비

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필터링을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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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선택기법 클래스다이어그램

선택 기법을 해 선택 역을 가변성 역으로 정의

해야 하며, 안드로이드 랫폼에서 인텐트 필터를 활용

하여 정의할 수 있다. 

표 1. 선택 기법의 가변성을 위한 인텐트 필터

[표 1]에서와 같이 “Action”과 “Category” 필터를 정

의할 수 있으며, 선택 으로 호출하기 한 어 리 이

션들은 “Category” 필터에 로토콜 가변성 식별자

(“com.app.VARIABILITY_NAME”)를 정의해야 한다. 

한 호출되는 로토콜들도 해당 가변성 식별자를 정

의해야 한다. [그림 5]은 [표 1]에 한 가변성 정보를 

안드로이드 랫폼 상에서 설정한 설정 코드이다. 

그림 5. 선택 기법의 가변성을 위한 설정

[그림 6]와 같이 인텐트 필터를 용하여 가변성 부

분을 동 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 할 수 있다. 사용

자는 서비스 실행 에 요구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웹 

서비스 로토콜을 변경할 수 있다. 

2. 웹서비스 프로토콜 플러그인(Plug-In) 기법
러그인 기법은 기존 어 리 이션에 새로운 로

토콜 서비스를 러그인 하여 새로운 로토콜을 제공

하는 방법이다. 선택 기법이 어 리 이션 내에 존재하

는 웹 서비스 로토콜들을 변경하는 것에 반해 러그

인 기법은 어 리 이션 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로토콜 서비스를 러그인 하여 새로운 로토콜을 제

공한다. 

그림 6. 선택 기법 사례

그림 7. 플러그인 기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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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에서와 같이 기존 어 리 이션 “Application 

1”은 새로운 로토콜 서비스인 “Protocol_003”을 러

그인 하여 새로운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러그

인 되는 로토콜 서비스는 어 리 이션 “Application 

2” 내에 포함되어 디바이스에 설치된다. “Application 

1”과 “Application 2”는 독립된 어 리 이션이므로 독

립 으로 설치될 수 있다. “Activity”은 가변부를 통해 

“Protocol_001”, “Protocol_002”, “Protocol_003” 로토

콜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림 8. 플러그인 기법 구조

안드로이드 랫폼 기반의 러그인 기법을 한 클

래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8]과 같다. “Application 1”의 

“Activity” 서비스는 안드로이드의 “Application 

Framework”으로 인텐트 필터를 달하여 가변부에 해

당하는 로토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Application 1” 내부뿐 만 아니라, 러그인 된 

“Application 2”의 “Protocol_003” 로토콜 서비스도 

선택 가능하다. 

표 2. 플러그인 기법의 가변성을 위한 인텐트 필터

러그인 기법의 가변성 정의는 [표 2]와 같이 인텐

트 필터를 통해 정의할 수 있다. 러그인 기법의 가변

성 인텐트 필터는 선택 기법의 가변성 인텐트 필터에 

추가 으로 “android.intent.category.ALTERN ATIVE”를 

추가해야 한다. “android.intent.category. ALTERNATIVE”

는 외부 어 리 이션과의 연동을 한 인텐트 값 이다. 

[그림 9]에서와 같이 “category” 타입의 인텐트 값으로 

“android.intent.category.ALTERNATIVE”를 설정하면 

“Application 2”의 “Protocol_003” 로토콜 서비스는 

외부 어 리 이션에서 호출될 수 있다.

그림 9. 플러그인 기법의 가변성을 위한 설정

그림 10. 플러그인 기법 사례

[그림 10]은 [그림 9]의 러그인 설정 정보를 통해 

구 된 러그인 기법의 사례이다. “Activity”에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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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 서비스인 “Protocol_001”이나 “Protocol_002”

를 호출할 수 있으며, 러그인 된 외부 로토콜 서비

스인 “Protocol_003”을 호출할 수 있다.

IV. 사례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바일 기반의 웹 서비스 로토

콜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을 인터넷 뱅킹 사례에 용

하여 합성을 검증한다. 인터넷 뱅킹을 제공하는 부

분의 웹 서비스가 RESTful(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로토콜[11]로 환되고 있으나 기존의 웹 

서비스들 에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로토콜[12]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가변 으로 웹 서비스 로토콜을 변경할 수 있

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뱅킹 웹 서비스 로토콜을 가변 으로 수행

하기 한 구조는 [그림 11]과 같다. 잔액조회나 입  

서비스를 호출하기 해 기존 “Application 1”에서는 

SOAP 로토콜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그러나, 

RESTful 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변경하

기 해서 “Application 2”를 러그인하여 RESTful 

로토콜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림 11. 인터넷 뱅킹의 가변적 웹 서비스 시나리오

구축 환경은 SOAP 로토콜 서비스를 해 안드로

이드용 SOAP 어뎁터로 ksoap[13]과 SOAP 서버로 아

치 Axis2[14]를 사용하 다. RESTful 로토콜 서비

스를 해서는 웹 서버로 아 치 Tomcat과 JSP를 기

반으로 구축되었다.  

가변  웹 서비스 로토콜을 용한 인터넷 뱅킹 클

래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12]와 같다. 웹 서비스 호출을 

해 어 리 이션 내부  외부에서 호출 할 수 있도

록 인텐트 필터를 포함하며, 안드로이드 랫폼의 

“Application Framework”을 통해 내부  외부에 존재

하는 웹 서비스 로토콜을 호출 할 수 있다. 

그림 12. 인터넷 뱅킹 모바일 웹 서비스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림 13]은 SOAP 서비스 로토콜을 가변 으로 서

비스하기 한 인텐트 필터 정보이다. 인텐트 필터 값 

“banking.deposite.variability.PROTOCOL”은 입  서

비스 로토콜을 가변 으로 처리하기 한 가변성 식

별자이며, “android.intent.category.ALTERN ATIVE”

는 러그인 된 외부 서비스 로토콜과의 가변  처리

를 한 식별자이다. RESTful 서비스를 한 설정정보 

한 SOAP 서비스 설정 일과 동일하며 RESTful 서

비스가 러그인 될 경우 선택기법을 통해 두 로토콜 

에 한 개의 로토콜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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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OAP 서비스 설정 파일

그림 14. SOAP 어뎁터(ksoap기반)(입금)

그림 15. RESTful 어뎁터(입금)

[그림 14]는 ksoap을 기반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입

SOAP 로토콜을 사용하여 입  서비스를 호출하기 

한 어뎁터 코드이며, [그림 15]는 RESTful 로토콜

을 사용하여 입  서비스를 호출하기 한 어뎁터 코드

이다. [그림 14]와 [그림 15]는 서로 다른 웹 서비스 

로토콜이지만, [그림 16]과 같은 동일한 입  웹 서비스

를 호출할 수 있다. 

그림 16. 입금 웹 서비스 코드

그림 17. 플러그인 기법을 통한 웹 서비스 프로토콜 커스터
마이제이션

[그림 17]은 인터넷 뱅킹 웹 서비스 로토콜을 가변

으로 용하여 구 한 결과이다. SOAP 로토콜이

나 RESTful 로토콜을 가변 으로 선택하더라도 웹 

서비스에는 향을 받지 않으며 선택 으로 웹 서비스 

로토콜을 가변 으로 용할 수 있다.  

의 사례를 통해 안드로이드 모바일 랫폼에서 웹 

서비스 로토콜을 가변  용할 수 있음을 검증하

으며, 제안된 웹 서비스 로토콜 선택 기법과 러그

인 기법을 통해 모바일 웹 서비스 로토콜의 유연한 

가변성 처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
모바일 어 리 이션은 웹 서비스와 연동을 통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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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하므로 결합력이 높아지고 있다. 한 웹 

서비스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웹 

서비스 변경에 한 부하를 이기 해 본 논문에서는 

웹 서비스 로토콜을 커스터마이제이션하기 한 선

택 기법  러그인 기법을 제안한다. 사례연구에서는 

SOAP 로토콜과 RESTful 로토콜을 가변 으로 변

경하는 실 사례를 통해 합성을 검증하 습니다.  향

후 본 모바일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자동

화 업그 이드를 한 스마트 업그 이드에 한 연구

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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