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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 트웨어 로덕트 라인은 일련의 련된 시스템들, 즉 도메인 내에서 재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공통된 부분들을 식별하고, 시스템마다 상

이하게 나타나는 가변  요소들의 분석을 통해 핵심 자산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로덕트 라인 개념은 객체  컴포 트 기반의 소 트

웨어 개발 패러다임에 용되어 소 트웨어 개발의 생산성을 증 시켰다. 최근 들어 소 트웨어 개발의 패러다임은 서비스라는 핵심 자산을 이

용하여 소 트웨어를 개발하는 서비스 지향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하에서 비즈니스 변화에 민첩하게 응하고, 

체계 이고 유연한 서비스 지향 소 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핵심 자산인 서비스 생성 방법은 로덕트 라인 기법을 용시킬 필요가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지향 패러다임과 로덕트 라인의 결합을 통해 소 트웨어 개발의 핵심 자산인 도메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술하는 

방법에 해 제시한다. 도메인 서비스는 도메인 서비스 공통 /선택  속성 가변성, 오퍼 이션 타입의 가변성, 메시지 타입의 가변성을 통해 

공통성과 가변성이 명확히 기술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도메인 서비스를 목 에 맞게 커스터마이

즈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생성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지향 개발을 유연하고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다.

키워드 : 서비스 지향 컴퓨 , 로덕트 라인, 서비스 지향 소 트웨어 개발, 서비스 가변성, 도메인 서비스 

An Approach to Developing Service Descriptions Based on Produc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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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ftware product line engineering is an approach to creating core assets by systematically exploits common that can be highly 

reusablean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related system families that is domain.  By adapting this approachin object and component 

paradigm, software productivity is extended. Recently, Software development paradigm is changed to service oriented paradigm which is 

using services that are core assets. Therefore, to develop service oriented software more flexible, systematic and to enhance business 

agility about business changes, we need adaptation of product line to creation of services that are core asset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pproach to create and specify domain service through combine of product line and service oriented paradigm. Domain service explicitly 

specifies commonality and variability by domain service common/optional property variability, operation type variability, message type 

variability. By using this approach, it can support efficient and flexible service oriented development by producing various services through 

customization of domain service for the purpose.

Keywords : Service Oriented Computing, Product Line, Service Oriented Software Development, Service Variability, Domain 

Service 

1. 서  론 1)

소 트웨어 로덕트 라인[1, 2]은 제품 군의 공통 인 특

징과 차별 인 특징을 체계 으로 분석하여 핵심자산을 개

발  이를 활용하여 소 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

러한 로덕트 라인은 객체  컴포 트 기반의 IT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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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 트웨어 개발에 용되어 생산성과 재사용성을 증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최근 들어 비즈니스 변화에 민첩

하고 유연하게 처하기 해 비즈니스 이 반 된 상  

수 의 개념인 서비스를 핵심 자산으로 생성하고 활용하는 

서비스 지향 컴퓨 (Service Oriented Computing)[3]이 새로

운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지향 컴퓨 과 

연 된 목 을 실화 하는 것을 지원하기 한 기본 인 

수단으로 서비스를 치시킴으로써 효율성, 민첩성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을 추구하는 아키텍처 모델[4]로서 서비스지향 

아키텍처(Service Oriented Architecture:SOA)가 제시되었

다. 서비스 지향 컴퓨   SOA 에서의 핵심 자산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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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로덕트 라인 로세스[8]

스이다. 재 서비스에 해서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

다. [5]에서는 서비스를 표 화된 정의 언어로 기술되고, 공

시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공통의 비즈니스 작업 

는 로세스를 업 으로 지원하기 해 서로의 오퍼 이

션의 실행을 요구하면서 의사소통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

다. 한 [6]에서는 잘 정의되고, 표 인 비즈니스 기능성

을 제공하는 자기 기술 인 모듈이며, 다른 서비스의 문맥 

는 상태와는 독립 인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비즈니스 변화에 민첩하게 응하고, 체계 이고 유연한 

서비스 지향 소 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핵심 자산인 

서비스 생성 방법으로 로덕트 라인 기법을 용시킬 필요

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SOA의 핵심 자산인 서비

스에 을 두고, 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로덕트 라인

을 용한 근법을 제시한다.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진 상  수 의 도메인 서비스를 기술하기 해 

도메인 서비스의 공통 /선택  속성 가변성, 오퍼 이션 타

입 가변성, 메시지 타입 가변성을 제시하고 이를 명확히 기

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는 련 연구를 

기술하고, 3장에서는 가변성이 포함된 도메인 서비스 구성 

요소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도메인 서비스에 포함된 가변

성 타입에 해 설명하고, 5장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도메

인 서비스 분석 방법을 통해 도메인 서비스 명세서가 자동 

생성되는 지원도구  평가 내역을 기술한다. 6장에서는 결

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련 연구 

2.1 로덕트 라인 

로덕트 라인은 특정한 고객 는 시장 분야에 한 가

변성을 리하면서, 연 된 시스템의 집합에서 체계 으로 

공통성을 획득하고, 개발하는 기법이다[7]. 로덕트 라인은 

핵심자산을 개발하기 한 도메인 공학 단계(Domain 

Engineering)와 핵심자산을 재사용하여 애 리 이션을 개

발하는 단계인 애 리 이션 공학 단계(Application Engineering)

로 구성된다. 

핵심자산들은 소 트웨어 개발의 각기 다른 단계에서 생

산되기 때문에 표  요소들의 추상화 수 이 다르며, 이로 

인해 각 핵심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변성 한 각기 다른 수

에서 각기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2.2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W3C에서는 배치되어 실행될 수 있는 서비스의 표 으로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WSDL)를 제시하 다

[9]. WSDL은 설명(description), 타입(type), 인터페이스

(interface), 바인딩(binding), 서비스(service), 문서(documentation)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설명 부분에서는 WSDL 체에서 

사용되는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한다. 타입 부분에서는 서비

스가 사용되는 메시지를 정의한다.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인터페이스의 이름과, 오퍼 이션, 메시지의 입력, 출력 등에 

해 기술한다. 바인딩 부분에서는 구체화된 메시지 형태와 

송 로토콜 등 메시지가 어떻게 교환될 것인가를 기술한

다. 서비스 부분에서는 서비스의 이름, 인터페이스, 서비스가 

근할 수 있는 endpoint 등의 항목을 명시한다. 문서 부분

에서는 서비스에 한 부분 인 설명, 서비스가 상호작용하

기 한 기본 인 메커니즘 등이 기술된다.  

2.3 SOA 기반의 가변성 분석 련 연구  

SOA 기반에서 가변성을 고려한 련연구로 [10-12]가 제

시되었다. [10]은 웹 서비스의 개발에 있어서의 재사용성에 

을 두고 서비스의 엔드 포인트의 가변성, WSDL 기술

의 가변성과 비즈니스 로직의 가변성이라는 세가지 분류를 

제시하고, 패턴에 기반하여 가변성을 리하는 기법을 제시

하 다. 그러나 가변성 분류만을 제시하고 이를 명시 으로 

표 하고 기술하는 것에 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 방

법은 실제 수행되는 서비스에 국한하여 가변성을 찾고 있는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이보다 상 의 도메인 서

비스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가변성을 찾아냄으로써 이를 기

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생시켜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1]은 소 트웨어의 응에 을 두고 워크 로우 

가변성, 조합 가변성, 인터페이스 가변성, 로직의 가변성이라

는 분류를 제시하 다. 이 근법은 서비스가 조합되고, 처

리될 수 있는 측면에서 가변성을 다룬 연구이다. 이 근법 

한 가변성 표 에 한 명시 이고 구체 인 방법을 제시

하지는 않고 있다. [12]는 웹 서비스의 로우에 을 두

고 바인딩 타입 가변성, 트  선택 역 가변성, 메시지교

환 가변성, 로토콜 가변성이라는 분류를 제시하 다. 여기

서 제시한 방법들은 하나의 서비스가 실행되고, 호출되는 

측면에서의 가변성을 다룬 연구이다. 기존의 련 연구들은 

서비스가 ‘실행 시’ 나타나는 가변성에 을 두고 있다. 그

러나 본 논문에서는 로덕트 라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기반하여 서비스 ‘개발 시’ 도메인 단계에서의 서비스가 가

질 수 있는 가변성에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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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Service Architecture
<<artifact>>

Domain Service

+CV_property: {common|optional} Domain Service Architecture Model
<<Model>>

Domain Service Specification
<<specification>>

Operation Type

+CV_property: {common|optional}

Message Type

+Msg_type: {simple|complex}

Interface

1

1..*

Operation VP

+variation point type
+Cardinality

0..1

Variant Operation
<<Variant>>

1..*

도메인 서비스
공통적/선택적 속성가변성

오퍼레이션 타입 가변성

메시지 타입 가변성

(그림 2) 도메인 서비스 아키텍처 메타모델

3. 도메인 서비스 구성 요소   

(그림 2)는 도메인 서비스의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도메

인 서비스 아키텍처 메타 모델이다.  

3.1 기본 개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로덕트 라인 기반의 서비스 명세 

생성 방법에 용된 개념에 해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도메인 서비스 아키텍처: 도메인 서비스 아키텍처는 서

비스 지향 환경에서 설계자간에 기록되고 달될 수 있

는 가변성을 가진 추상화된 아키텍처이다. 

•도메인 서비스: 도메인 서비스는 로덕트 라인 개념상

의 도메인 공학 단계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변성을 가

진 재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도메인 서비스는 

인터페이스, 오퍼 이션 타입, 메시지 타입의 세가지 요

소로 구성된다. 

•CV_property: 공통 (common) 는 선택 (optional)인 

속성을 나타낸다. 

•인터페이스: 도메인 서비스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가

진다. 도메인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도메인 서비

스를 연결  도메인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한다. 인터

페이스는 WSDL로 이될 때 WSDL 상의 인터페이스

와 매핑된다. 

•오퍼 이션 타입: 도메인 서비스가 제공하는 오퍼 이

션을 일반화시킨 개념이다. 오퍼 이션 타입은 하나의 

오퍼 이션에 해당되거나, 오퍼 이션들  유사한 기

능을 가진 체될 수 있는 오퍼 이션인 경우 이를 하

나의 오퍼 이션 타입으로 일반화 시킨다. 

•오퍼 이션 VP: 도메인 서비스의 가변치 오퍼 이션이 

연결 될 수 있는 가변 과 가변치 오퍼 이션의 선택 

가능 수를 나타내는 바인딩 카디 리티를 오퍼 이션 

VP로 정의한다.

•가변치 오퍼 이션: 공통 , 선택  속성이 표 된 도메

인 서비스의 오퍼 이션들을 가변치 오퍼 이션이라고 

정의한다. 한 가변치 오퍼 이션이 명기될 때 오퍼

이션 이름과 오퍼 이션이 가지게 되는 입력 메시지는 

in 이라는 키워드를 붙여 나타내며, 출력 메시지는out 

이라는 키워드를 붙여 나타낸다.

•메시지 타입: 도메인 서비스의 입력  출력으로 가변

치 오퍼 이션에 사용되는 메시지가 일반화된 형태를 

메시지 타입이라고 정의한다. 도메인 서비스에서 사용

되는 메시지 타입은 단순(simple)과 복합(complex)으로 

구분한다. 단순 타입은 정수형, 숫자형, 불리언 형 등 

일반 인 로그램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타입을 가진 

메시지 형태를 정의한다. 복합은 이러한 단순 형태가 

두개 이상 합쳐진 형태의 메시지를 지칭한다. 

 

3.2 로덕트 라인 기법이 용된 서비스 구체화 과정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핵심 자산인 도메인 서비스를 실제 

구체화하고, 개발하는 로덕트 라인 개념을 용한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도메인 공학 단계에서는 도메인에서 재사

용될 수 있는 가변성 정보를 포함한 도메인 서비스가 기술

된다. 이러한 도메인 서비스의 가변 내역에 한 커스터마

이즈를 통해 가변 인 항목들이 선택되고, 제거되어 다양한 

서비스 템 릿 기술서가 만들어지게 된다. 애 리 이션 공

학 단계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 템 릿 기술서에 서비

스가 실제 실행되기 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실제 배치

되어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인 WSDL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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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Service Service with 
variability

Service with de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emplate

Service

Service without 
Variability

Domain 
Engineering

Application 
Engineering

Domain Service 
Description 

Service Template 
Description

WSDL

Service Template 
Description

Service Template 
Description

WSDLWSDL

(그림 3) 로덕트 라인의 기법이 용된 도메인 서비스 구체화

4. 도메인 서비스 가변성 분석 

본 장에서는 도메인 서비스의 공통 /선택  속성 가변

성, 오퍼 이션 타입 가변성, 메시지 타입 가변성을 명시

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가변성을 설명하기 

해 서비스 지향의 유사한 호텔 약 시스템(도메인)의 

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메인 서비스, 도메인 인터페

이스, 도메인 오퍼 이션, 메시지를 표 하기 해 <표 1>

의 표기법을 사용한다. 

도메인 서비스는 이 선 을 가진 사각형 형태로 표 하

며, 도메인 서비스 이름과 가변 속성(공통  는 선택  

속성)을 표기한다. 도메인 인터페이스는 이  라인을 가진 

막 사탕 형태로 표 한다. 도메인 오퍼 이션은 이 선 을 

가진 둥근 라인 사각형 형태로 표 하며, 공통  선택  속

성(<<c|p>>), 도메인 오퍼 이션의 바인딩 카디 리티

(vpCardinality), 오퍼 이션명, 오퍼 이션의 입출력 메시지

(in message, out message)를 표기한다. 메시지는 단순 메

시지 는 복합 메시지로 구분되는 메시지 타입과 메시지 

노트로 표 된다. 메시지 노트(Message note)를 통해 메시

지의 요소에 한 정보를 구체 으로 표시한다. 

도메인 

서비스 

<<common|optional>>
Domain Service Name

도메인 

인터페이스

도메인 

오퍼 이션
<<c|p>>[vpCardinality] operationName (in message, out message)

메시지 
<<message type>>

Message Message note

<표 1> 도메인 서비스, 인터페이스, 오퍼 이션, 메시지 표기법

4.1 도메인 서비스 공통 /선택  (Common/Optional) 속성 

가변성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서비스 지향의 소 트웨어를 개발하

는데 있어서 도메인 서비스 자체가 공통 인 요소 는 선

택 인 요소로 구분되어 활용되게 된다. 이러한 도메인 서

비스 자체가 가지게 되는 가변성을 도메인 서비스의 공통

/선택 (common/optional property) 속성 가변성으로 정의한

다. 를 들어 호텔 약 도메인에서 추출된 도메인 서비스 

 방 약 (Room Reservation) 서비스와 약 리 (Reservation 

Management) 서비스는 유사한 호텔 약 시스템에 있어서 

공통 (<<common>>)으로 사용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차

량 약(Car Reservation) 서비스 는 심지 약(Attraction 

Reservation) 서비스는 특정 호텔 약 시스템에 선택

(<<optional>>)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4) 공통 /선택  서비스 선택에 따른 다양한 호텔 약 

시스템 구성

4.2 오퍼 이션 타입 가변성 

도메인 서비스가 제공하는 오퍼 이션들  서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체될 수 있는 오퍼 이션인 경우 이를 하나

의 오퍼 이션 타입으로 일반화 시킬 수 있다. 즉, 일반화된 

오퍼 이션 타입은 다수의 실행 가능한 공통  는 선택  

오퍼 이션으로 구체화된다. 이를 오퍼 이션 타입 가변성

으로 정의한다. 도메인 오퍼 이션 타입 가변성은 다음과 

같은 차로 식별된다. 

1) 도메인 서비스에 나타나 있는 후보 오퍼 이션 에서 

체 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식별한다. 

2) 식별된 오퍼 이션들을 하나의 오퍼 이션 타입으로 

일반화시킨다. 

3) 후보 오퍼 이션들은 가변치 오퍼 이션(variant operation)

으로 나타낸다.

4) 오퍼 이션 타입의 가변성 속성(공통  는 선택 )

을 결정한다. 공통 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퍼 이션

은 <<c>>라는 표기법으로 나타내고, 선택 으로 사

용될 수 있는 오퍼 이션은 <<p>>로 표 한다. 

5) 오퍼 이션 타입과 가변치 오퍼 이션에 한 바인딩 

카디 리티를 결정한다. 

바인딩 카디 리티는 [1, 0..1, 0..N, 1..N]의 계를 가질 

수 있다. 바인딩 카디 리티 [1]로 표 한 것은 가변치 오퍼

이션  하나가 반드시 구체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인딩 카디 리티 [0..1]로 표 한 것은 가변치 오퍼 이션

들이 최  하나가 구체화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바인딩 

카디 리티 [0..N]으로 표 된 것은 가변치 오퍼 이션들이 

최  N 개가 구체화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바인딩 카디

리티 [1..N]으로 표 된 것은 가변치 오퍼 이션들이 반드시 

하나 이상 N개까지 구체화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가변치 

오퍼 이션  반드시 구체화되는 오퍼 이션은 default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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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oom Reservation 도메인 서비스의 오퍼 이션 타입 가변성

<<complex>>
CheckAvailability

<<c>>roomtype: int
<<c>>checkindate: date 
<<c>>checkoutdate: date
<<p>>numofpeope: int 

(그림 6) CheckAvailability 메시지

키워드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를 들어 호텔 약 시스템의 방 약 (Room Reservation) 

도메인 서비스는 (그림 5)와 같이 오퍼 이션 타입 가변성

이 식별되어 표 된다. 로 CheckRoomAvailability는 호텔 

약이 가능한가를 체크하는 오퍼 이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공통 인 오퍼 이션이 되므로 <<c>>로 표   바

인딩 카디 리티 [1]로 기술이 된다. 한 ReserveRoom은 

방을 약하는 오퍼 이션이고, ReservepackageRoom은 부

 서비스를 포함한 방 약 오퍼 이션이다. 이 둘은 서로 

체 가능한 후보 오퍼 이션이 되므로 Reserve라는 오퍼

이션 타입으로 일반화 된다. 이 기능은 모든 호텔 약 

시스템에서 공통 이므로 <<c>>로 표 하고, 가변치 오퍼

이션들이 복 으로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인딩 카

디 리티 [1..2] 로 표 한다. 이때 ReserveRoom은 반드시 

구체화 되는 오퍼 이션에 포함되는 오퍼 이션이므로 

<<default>> 스테 오 타입을 추가 으로 표 한다.  

4.3 메시지 타입의 가변성  

도메인 서비스의 입출력 메시지가 가지는 가변성을 메시

지 타입 가변성이라고 정의한다. 입출력 메시지가 기본 인 

요소 하나만을 가진 메시지를 단순 타입으로 정의한다. 

한 두 개 이상의 요소로 표 되는 입출력 메시지는 하나의 

복합 메시지 타입으로 일반화시키고, 복합 메시지를 구성하

는 개별 인 요소들에 해 공통 인 요소는 <<c>>, 선택

인 요소는 <<p>>로 구분하여 메시지가 가지는 가변성을 

표 한다. 한 도메인 서비스의 메시지가 가지는 가변성은 

오  바운더리로 설정해 놓는다. 즉 도메인 서비스의 메시

지 요소는 단지 공통  는 선택  속성만 정의하고, 이러

한 복합 메시지를 구성하는 요소에 해서는 실제 서비스가 

구체화될 때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은 방 약

(Room Reservation) 도메인 서비스의 CheckAvailability라

는 메시지의 를 보여 다. 

이 메시지는 방 약을 체크하는 메시지 타입으로 투숙

일, 방 형태 등의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CheckAvailability라는 복합 메시지로 일반화되었다. 

한 방의 타입(roomtype), 투숙일(checkindate), 퇴실일

(checkoutdate)는 약 체크를 해서는 공통 인 내용이 되

며, 투숙할 사람의 수(numofpeople)는 선택 인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변성을 가진 메시지 타입

을 정의해 놓음으로써 메시지 타입의 결정을 통해 구체화된 

서비스에 맞게 메시지가 결정된다. 

4.4 도메인 서비스 명세서 

이러한 도메인 서비스의 가변성 정보를 기술하는 도메인 

서비스 명세서 형식은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Domain service 

name 항목에서는 도메인 서비스의 이름이 기술된다. 도메인 

서비스 자체가 가지는 공통 /선택  가변성은 common/ 

optional property 항목에 기술을 한다. Description은 도메인 

서비스의 역할 등 도메인 서비스의 부수 인 정보를 기록한

다. 도메인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도메인 서비스를 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명을 기술한다. 오퍼 이션 타입 가변

성은 제시된 개념인 일반화된 오퍼 이션, 바인딩 카디 리

티, 오퍼 이션으로 나 어 기술을 한다. 일반화된 오퍼 이

션은 상호 유사 기능 는 체 계를 가질 수 있는 가변

치 오퍼 이션을 하나의 일반화된 오퍼 이션타입으로 정의

한 이름을 기술한다. 바인딩 카디 리티는 [1], [0..1], [0..N], 

[1..N]의 타입을 가진다. [1]은 공통 인 경우를 나타내는 것

으로 가변치 오퍼 이션  하나가 반드시 구체화됨을 나타

낸다. [0..1]은 선택 인 경우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변치 오

퍼 이션  최  하나가 구체화됨을 나타낸다. [0..N]은 선

택 은 경우의 다  선택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변치 오퍼

이션이 최  N개가 구체화 됨을 나타낸다. [1..N]은 공통

은 경우의 다  선택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변치 오퍼 이션

이 반드시 하나 이상 N개까지 구체화 됨을 나타낸다. 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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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service 

name
Room Reservation common/optional property common

Description This is used for hotel web service system. 

Domain service 

interface
IRoomReservationInterface 

Operation Type

Generalized Operation Binding Cardinality Operation 

- [1] opCheckRoomAvailabiity(in:checkAvailability, out:checkAvailabilityResponse)

- [0..1] opRequestHotelReviewInfo(in:hotelinfo, out:reviewresult)

Reserve [1..2]
<<default>>opReserveRoom(in:reserveInfo out: reserveMessage)

opReservePackageRoom(in:reservePackageInfo, out:reservePackageMessage)

RequestLocationInfo [0..3]

opRequestHotelLocationImgInfo(in:requestInfo out: imgInfo)

opRequestHotelLocationTxtInfo(in:requestInfo, out:textInfo)

opRequestHotelLocationFlashInfo(in:requestInfo, out:flashInfo)

Message Type

Message Structure Message Type Information

checkAvailabilityResponse boolean->{true: 가능, false: 불가능}

checkAvailability 
{checkindate:date, checkoutdate:date, roomtype: int, <<option>>numofpeople: int}

->{투숙일,퇴실일,방형태,투숙객수}

.. ..

<표 3> 도메인 서비스 명세 제

Domain service name 도메인 서비스명 기술 common/optional property 도메인 서비스의 공통 /선택  속성 표시 

Description 도메인 서비스 역할 기술 

Domain service interface 도메인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Operation Type

Generalized Operation Binding Cardinality Operation 

일반화된 도메인 오퍼 이션 

기술 

[1]: 가변치 선택 하나 

operation_name

(in: MessageType out: MessageType) 

형태로 기술 

[0..1]: 가변치 선택 최  하나

[0..N]: 가변치 선택 최  N개 

[1..N]: 가변치 선택 하나에서 최  N개

Message Type
Message Structure Message Type Information

[Simple |complexTypename] type 정보 기술 

<표 2> 도메인 서비스 명세서 형식

이션의 기술 형태는 오퍼 이션명(in: 메시지 타입, out: 

메시지 타입)의 형태로 기술이 된다. 메시지 타입 가변성 기

술에 있어서 메시지 타입을 메시지 구조(Message Structure)

와 메시지 타입 정보(Message Type Information)로 구분한

다. 따라서 메시지 구조는 단순형  복합형의 메시지 이름

을 기술한다. 메시지 타입 정보에서 단순형 은 타입 정보만, 

복합 요소는 복합 요소를 구성하는 메시지 요소 이름과 타

입형을 기술하고 략 인 내용을 기술한다. 이러한 타입 

이름과 타입형을 기술해  때 타입이 공통 으로 활용되는 

정보인지, 선택 으로 활용되는 정보인지를 구분하기 해 

선택 인 메시지 요소인 경우에는 <<option>>으로 기술해 

다. 제시된 도메인 서비스 명세서 내역에 따라 4장의 (그

림 5)에 제시된 Room Reservation 도메인 서비스를 명세하

면 <표 3>과 같다.  

5. 도메인 서비스 명세 생성 도구  평가 

5.1 도메인 서비스 명세 생성 도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도메인 서비스상의 가변성을 지원하

고, 도메인 서비스 명세서를 자동 생성하기 한 도구를 개

발하 다. 이 도구는 이클립스 러그인 GMF(Graphic Modeling 

Framework)[13]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본 도구의 주요 기

능은 (그림 7)의 왼쪽 편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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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Service 
Description

Domain Service 
Descriptor

XML Converter

Variability 
Decision / Pruner

Deployment
Descriptor 

XML Domain Service 

Description

Service Type 
Description

WSDL for Service

Domain Engineering

Application Engineering

Service Type 
Description

Service Template 
Description

WSDL for ServiceWSDL for Service

Domain Service 
Description

Domain Service 
Descriptor

XML Converter

Variability 
Decision / Pruner

Deployment
Descriptor 

XML Domain Service 

Description

Service Type 
Description

WSDL for Service

Domain Engineering

Application Engineering

Service Type 
Description

Service Template 
Description

WSDL for ServiceWSDL for Service

(그림 7) 도메인 서비스 가변성 분석 지원 도구

Domain Service Descriptor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도메

인 서비스 가변성 유형에 따라 도메인 서비스 가변성을 분

석하여 도메인 서비스 명세서를 자동 생성한다. 그림 7의 

오른쪽 부분이 Domain Service Descriptor의 동작 모습을 

보여 다. XML Converter는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Domain Service Descriptor로 기술된 도메인 서비스를 

XML 형태로 변환한다. Variability Decision/Pruner는 도메

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변성을 선택하고 커스터마이즈 

하여 목 에 맞는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메인 서비

스의 가변성이 제거된 다수의 서비스 템 릿 명세서를 생성

한다. 애 리 이션 공학단계의 Deployment Descriptor는 

실제 실행 가능한 정보  배치 정보를 포함하여 배치되는 

WSDL 문서를 생성한다. 

5.2 평가 

상기에 기술된 WSDL은 Room Reservation 도메인 서비스

에서 가변성의 결정 후 생성될 수 있는 서비스  하나를 나

타내고 있다. 4장의 (그림 5)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Room Reservation 도메인 서비스는 하나의 공통 인 

오퍼 이션과 하나의 선택 인 오퍼 이션, 0개에서 3개까지

의 가변치 오퍼 이션을 가진 선택 인 오퍼 이션 타입 하

나, 1개에서 2개까지 선택이 가능한 오퍼 이션 타입으로 구

성이 된다. 따라서 공통 인 서비스로 CheckRoomAvaliablity

와 ReserveRoom을 가진 Room Reservation 서비스는 반드

시 생성이 되고, 나머지 5개의 선택 인 오퍼 이션의 선택

인 조합(5C1+5C2+5C3+5C4+5C5=32)에 따라 총 33가지 경우

의 다른 형태의 서비스가 생성이 된다. 

따라서 제시한 로덕트 라인 기반의 서비스 명세 생성 

방법은 도메인 서비스를 목 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하여 다

양한 서비스를 생성하게 함으로써 훨씬 서비스 지향 개발을 

유연하고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 Room Reservation 도메인 서비스 조합 

공통 인 오퍼 이션 선택 인 오퍼 이션
생성되는 

서비스 수

CheckRoomAvailability

ReserveRoom

ReservePakageRoom

RequestHotelReveiwInfo

RequestLocationImgInfo

RequestHotelLocationTxtInfo

RequestHotelLocationFlashInfo

33가지

6.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로덕트 라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기술하

는 방법을 제시하 다. 즉 SOA에서의 서비스 지향 시스템

들의 개발에 있어서 민첩성, 재사용성, 효율성을 증 시키기 

해 로덕트 라인의 개념을 목하여 도메인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진 도메인 서비스를 기술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우선, 도메인 서비스 아키텍처 메타 모델을 제

안하 으며, 도메인 서비스가 가지는 가변성 유형 타입을 

분류하여 제시하 다. 제안한 도메인 서비스 가변성 타입의 

유형은 도메인 서비스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공통 /선택  

가변성, 오퍼 이션 타입이 가변치 오퍼 이션으로 구체화 

될 수 있는 오퍼 이션 타입 가변성, 도메인 서비스의 입력 

출력 메시지가 가변될 수 있는 메시지 타입 가변성이다. 이

러한 분석된 가변성 유형을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도메

인 서비스 명세서를 제시하 으며, 이를 자동 생성하기 

한 지원 도구를 개발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서비스 기반의 핵심 자산인 서비스를 

생성  기술하는데 있어서 로덕트 라인 기반 근법은 

가변성이 포함되어 있는 도메인 서비스의 선택을 통한 커스

터마이즈를 수행한다. 따라서 다양한 실행 수  서비스(공통

인 기능만 가진 서비스, 공통 인 기능과 선택 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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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서비스)의 유형 생성을 체계 으로 지원하므로 서

비스 지향의 핵심 자산인 서비스 생성 측면의 유연성과 확

장성을 증 시킨다. 향후 연구로는 도메인 서비스를 기반으

로 다양한 서비스 조합시 분석될 수 있는 가변성에 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도메인 서비스 가변성 분석 지원도

구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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