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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위한 경량 ESB 엔진의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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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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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란 서비스들이 표  방식에 의해 서로 느슨하게 연결(loosely coupled)되어 특정 구 에 

종속되지 않은 립 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서비스를 변경 하더라도 연결된 다른 서비스에는 향을 주

지 않는 유연한 구조를 의미한다. ESB(Enterprise Service Bus)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실 하기 한 요한 

련 기술  핵심요소로서 치를 확보해가고 있으나, 국내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한 ESB에 한 개발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ESB의 계 서비스, 송서비스, 운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 애 리 이션 속 서

비스, 데이터 속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각 주요 응용 컴포 트의 설계  구 을 하 으며, 메시지 건수에 한 데

이터의 크기별에 따른 처리시간을 측정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 다.

Abstract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SOA) is a flexible structure which does not affect other services even 
when a specific service is changed. It provides the platform with neutral interfaces independent of any others, 
where services are loosely coupled in a standard way. While ESB (Enterprise Service Bus) is a key technology for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few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ESB has been done.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key components of ESB such as mediation service, message oriented middleware service, operation 
service, monitoring service, application connection service, and database connection service. The performance 
evaluation was done by measuring the message processing time for the number of messages with various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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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의 비즈니스 컴퓨  환경은 외부  내부의 요구

사항 변화에 하여 보다 빠른 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의 비즈니스 컴퓨  패러다임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한 응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하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변화 환경에 한 유연

하고도 신속한 응을 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인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OA)가 

제시되었다[1][12][13].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란, 비즈니스 로세스를 수행하

는 하나의 소 트웨어 컴포 트로 구성된 서비스들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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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에 의해 서로 느슨하게 연결(loosely coupled)되

어 특정 구 에 종속되지 않은 립 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서비스를 변경 하더라도 연결된 다

른 서비스에는 향을 주지 않는 유연한 구조를 의미한

다
[2]. 이러한 변화에 한 빠른 응은 민첩성, 재사용  

통합의 용이성으로 직결되며, 이런 에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는 산업분야에 계없이 모든 기업들이 추구하

는 실시간 기업(Real-time Enterprise)을 실 하기 한 

최 의 방법론으로서 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웹 서비

스의 성공 인 용과 함께 요성과 심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3,6].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실 하기 한 요한 련 

기술  ESB(Enterprise Service Bus)는 핵심요소로서 

치를 확보해가고 있다. 그러나 IBM, Oracle 등의 외국 

기업들이 ESB 시장을 선 하여 독 하고 있으며, 국내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한 ESB 엔진에 한 개발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비

즈니스 컴퓨  환경에 맞는 ESB의 주요 컴포 트를 설

계  구 함으로써, 기업 내외부의 표 화된 정보 공유 

임워크 구축과 시스템 통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본 논문에서는 ESB의 계 서비스, 송서

비스, 운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 애 리 이션 속 

서비스, 데이터 속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각 주요 응

용 컴포 트의 설계  구 을 하 으며, 메시지 건수에 

한 데이터의 크기별에 따른 처리시간을 측정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ESB의 개

념 정의와 국내외의 기술동향에 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3장에서는 ESB의 주요 컴포 트에 한 설계와 구 에 

하여 설명하며, 4장에서는 성능평가에 한 환경설명 

 메시지 건수에 한 데이터의 크기별에 따른 처리시

간에 한 성능평가가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

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하여 언 한다.

II. ESB(Enterprise Service Bus)의 

개념과 동향

기업에서 분산된 시스템들 간에 point-to-point 연결

모델에 의한 응용통합은 시스템들이 복잡해짐에 따라 많

은 유지보수 비용을 래하기 때문에, 사  어 리

이션 통합(EAI: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이라

는 미들웨어기반의 spoke and wheel 모델로 발 되었다. 

이 구조에서는 메시지 로커(message broker)라는 미

들웨어가 모든 응용간의 통신을 책임지며 라우 과 자료

변환을 하게 된다.그러나 이 모델은 메시지 로커의 단

일 장애 (SPOF: single point of failure) 문제와 확장성

(scalability)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창기의 서비스 지

향 아키텍처가 실패한 원인도 이러한 문제 에 기인한다. 

ESB는 이러한 두 모델의 문제 을 극복하고 서비스 지

향 아키텍처 방식으로서 서비스와 이기종간의 응용을 연

결하는데 을 둔 구조라 할 수 있다
[11]. 

ESB에 한 정확한 정의는 기능들이 구 된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통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

다[5]. 이는 ESB라는 용어가 2002년 가트 그룹 분석자들

로부터 처음 사용되면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한 

백본(backbone)으로서 메시지 기반 미들웨어, 웹서비스, 

변환과 라우 의 지능화 등을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 라구조에 한 필요성이 처음 언 이 된 후에, 어떤 

제품은 웹 서비스 기반구조나 경량 메시징 제품으로부터 

진화 발 시켰고, 어떤 제품은 EAI제품에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한 기능들을 추가하는 등의 다양한 근방

법을 통하여 구 이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SB에 

한 다양한 정의와 근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요 개념과 목 은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ESB는 안 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분산응용

과 서비스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라우 , 호출, 

재서비스를 제공하여주는 개방형 표  메시지기반의 

분산통합 인 라 구조로 정의 한다.

ESB가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실 하기 한 요

한 기술  핵심요소로서 치를 확보함에 따라 상용화

된 ESB 제품군으로부터 오 소스 ESB 제품군까지 다양

한 ESB제품이 존재하고 있다. 

IBM이나 Oracle과 같은 EBS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들

은 각 사의 도구들을 이용한 자체  구축 방법론을 수립

하고 있으며, 주요 솔루션 벤더들이 서비스지향 아키텍

처 기능을 확장하거나 통합한 제품군을 출시하고 있다. 

표 인 오 소스 기반의 ESB로는 Mulesoft의 Mule 

ESB, Apache ServiceMix, Red Hat의 JBoss ESB 등의 

있다[11]. 

그러나 실에서 이러한 다양한 상용화제품들과 오

소스기반의 제품들로부터 기업의 통합문제에 알맞은 

ESB 제품을 선택한다는 일은 기능과 성능차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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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한 ESB의 핵심기능 외에도 

새로운 비즈니스 로직을 하여 기존의 존재하는 기능과 

연동하거나 재사용하는 문제와 같이 기업에 따라 상이한 

ESB 핵심기능이 아닌 외 인 문제로 인하여 더욱 복잡

한 문제가 된다.  

ESB를 근간으로 한 서비스지향 아키텍처 구축에 

한 국내동향은 련 구축 방법론  서비스지향 아키텍

처 로드맵이 마련되고 향상된 EBS 도구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로젝트를 통해 구축 경험을 축 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지향 아키텍처 구축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EBS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각 사의 도구

들을 이용한 자체  구축 방법론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

요 솔루션 벤더들이 서비스지향 아키텍처 기능을 확장하

거나 통합한 제품군을 출시하고 있다. 서비스지향 아키

텍처 기술 용이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도입에 극

인 분야는 융/통신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환

경의 변화와 서비스지향 아키텍처 기술이 사업 역과 

한 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공공/제조부분은 

상 으로 서비스지향 아키텍처 기술의 도입에 신 한 

근을 하고 있다. 

III. ESB의 주요 컴포넌트의 설계 및 구현 

1. 시스템 구조도 및 주요 기능 

ESB의 주요 컴포 트에 한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메시지의 변환, 암/복호화, 라우 , 압축/분할, 로그생

성 등의 메시지 로커 기능을 수행하는 계서비스 컴

포 트, 메시지 큐 기반의 미들웨어기능을 수행하는 

송서비스 컴포 트, 버 리, 배포, 제어 등의 기능을 수

행하는 운  서비스 컴포 트, 웹 애 리 이션 서버나 

그룹웨어와 같은 응용 서비스 속 서비스 기능을 수행

하는 응용 속 서비스 컴포 트, 데이터베이스, XML, 

EDI 등과 속하는 기능을 하는 데이터 속 서비스컴포

트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1. ESB의 주요 컴포넌트 구조
Fig. 1. Main Component Structure of ESB

ESB의 계 서비스, 송서비스, 운 서비스, 모니터

링 서비스, 애 리 이션 속 서비스, 데이터 속 서비

스를 가능하게 가는 각 응용 컴포 트의 구 을 한 기

능과 주요 내용과 기능은 표 1, 표2와 같다. 

기능 주요 기능

ESB 

Architecture

⋅웹 서비스 허 , 서비스 지스트리 기능을 포함

⋅지원되는 운 체제  하드웨어의 다양성을 제공

⋅부하분산 메커니즘의 설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부하균형 지원

⋅높은 가용성 구성을 한 제품 아키텍처의 합

성  소 트웨어 클러스터링 기능 제공을 통한 

Fail Over지원

Connectivity

⋅표  로토콜을 지원

⋅기존 EAI 솔루션과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의 다양

성, 연동 메커니즘의 성 제공

⋅다수 밴더의 J2EE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하기 

한 애 리 이션 랫폼 연동 기능 제공

Service/Mes

sage 처리

⋅Conditional/Parallel Process 

⋅Content base routing을 한 기능 제공

⋅Rule base routing을 한 기능 제공

⋅동기화된 한 개 이상의 로세스 동시 수행, N:1 

인터페이스 구 을 한 서비스 Join 컴포 트 

제공

⋅Synchronous/Asynchronous서비스 패턴에 한 

기능 제공

⋅네트워크 장애, 타깃 시스템 장애 시 메시지 보

존, 롤백, 

재 송 등을 통한 메시지 송 보장 기능 제공

⋅에러처리를 한 기능 제공

⋅ 용량 XML 문서처리 지원

표 1. ESB 컴포넌트의 주요 기능 
Table 1. Main fuction of ESB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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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 기능 기능 구성

Workbe

nch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인터페이스 구성  장

배포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배포  재배포, 취소

운  인터페이스 배포된 인터페이스를 종료  시작

모듈 리 GUI adapter  모듈을 GUI 리

User  Group 

리
User, Group  추가 삭제  리

Adapter 추가 

삭제 기능
Adapter 추가 삭제  리

해당 Adapter 

설정 기능
Adapter에서 필요로 하는 속성 정의

Server

인터페이스 버  

리

내부 알고리즘에 의한 인터페이스 

리

Protocol 처리  

라우

Workbench  Agent에서 사용되는 

protocol 처리  라우

User 로그인 

리
User에 한 권한 처리  로그인 제어

Workbench

connection 리
Socket 통신에 의한 Workbench 리

Agent 

Connection 

리

Socket 통신에 의한 Agent 리

Service 리 adapter  module 리

Agent

    

Runner 리  

제어
Agent에 속해 Runner 리

Runner에 필요 

정보 라우

Server에서 받은 정보를 Runner에 라

우

Runner Load  parsing Runner의 필요정보를 load  parsing

표 3. 모듈에 따른 기능 및 기능구성 
Table 3. Functions and Function Sets in accordance

with the Module

Adapter SDK 

제공
Adapter에서 사용할 SDK 제공

flow 송  

처리

메시지를 해당 Adapter에 송  처

리

데이터 라우

데이터 특정 값에 따라 해당 연계 목

지로 

분기

JSON 메시지 

처리 기법
JSON 사용으로 인한 처리속도 향상

메시지 error 

핸들링 
error 형식에 따른 명확한 로그

Monitor

ing

데이터 송 

황
연계 데이터 실시간 진행상황 추

인터페이스 

데이터 통계

다양한 조건(월,일,시)에 따른 통계 정

보

통계 엑셀 장 

 

뷰어

조건에 따른 통계 정보를 엑셀에 장

시스템 등록  

뷰어
시스템 정보 리를 한 등록  뷰어

게시   뉴스 필요한 정보를 게시   뉴스로 뷰어

Integrat

ion 

Link

메시지 장  

복원
메시지를 장 하며 복원

메시지 트랜잭션 메시지를 xml, hexa값으로 구성 가능

큐 리 큐를 리(추가/삭제/수정)

채  리  

데이터 송
채 에 의해 데이터 100% 송 가능

Adapter 

데이터 연계 시스템 간의 정보를 XML로 연계

데이터 가공 데이터 변환  라우

데이터 송수신
실시간 메시지 송  sync/async 가

능

기능 주요 내용

보안

⋅메시지 송 시 보안기능 제공(XML Encryption, 

SSL)

⋅ 자서명, SOAP 메시지 암호화 기능제공

⋅사용자 인증, 서비스 권한 리, 사용자 인증시스

템 연동 (LDAP)기능 제공

Management

⋅서비스 버 리, 동  서비스 변경 리 기능 제공

⋅Hot Deploy기능 지원 

⋅실시간 서비스 통계 기능, 원격지 속 기능 제공

모니터링

⋅서비스 장애 시 운 자 통지를 한 기능 제공

⋅서비스 장애, 지연 시 서비스 장애 지 에 한 

빠른 식별을 지원할 수 있는 트랙킹의 편리성, 다

양성 제공

⋅실행시 에 각 서비스 in/out 데이터에 한 확인 

기능 제공

표 2. ESB 운영 관리 기능 
Table 2. Operations management fuction of ESB 

Component

표 3은 각 모듈 단 별로 기능을 분석한 내용과 기능 

구성이다. 

 
2. 주요 클래스의 구조와 기능

본 에서는 ESB의 주요 컴포 트 구 을 한 주요 

클래스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한다. 

Main은 시작을 한 Bootstrap 클래스이며, 실행환경

을 검사하고 설정하며 ClassLoader 생성, Startup class 

생성, 생성된 Startup 클래스의 start() method를 호출하

는 클래스 이다. 

Shutdown은 시스템을 shutdown하기 한 클래스 이

며, Engine이 명령형 인자를 싱하고, 시스템을 구성하

는 기 클래스이다. 

 Configurator는 환경구성에 한 key 값을 가지고 있

으며, 환경구성  데이터를 싱하여 필요한 구성 정보를 

얻는다. 

Diagnostics는 시스템에 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며, 

진단보고서에는  Product version, Directory information, 

Adapter information, System properties를 포함한다. 

Switch는 컴포 트에 한 참조를 제공한다. 인터페

이스에 한 참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컴포 트 간에 사

용할 일이 있을 경우 Switch를 통해서 참조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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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BuilderV1

configure()
initLogger()
checkNull()

(from config)

Shutdown

Shutdown()
shutdown()
main()
exit()
parsePortNumber()
log()
log()

(from runtime)

Switch

setTxManager()
getTxManager()
getFlowManager()
setFlowManager()
getEngine()
setEngine()

(from runtime)Diagnostics

printDiagnostics()
printProductDiagnostics()
printDir()
printAvailableTimeZoneID()
printSystemProperties()

(from runtime)

Version

Version()
getMajor()
getMinor()
getBuild()
getSequence()
getVersion()

(from runtime)

Engine

Engine()
start()
printRunnerList()
initOptions()
exit()
shutdown()
printHelp()
getStartData()

(from runtime)

-$engine

Main

Main()
main()
getHome()
start()
stop()
controlEvent()

(from Engine)

  런너스타트업
클래스 런너중지

클래스

ConfigBuilder

configure()

(from config)

<<Interface>>

Configurator

configure()
configure()
addProperty()
getUID()
getName()
getLocale()
getTimeZone()
getContentUID()
getReceiverUID()
getHomeDir()
getDataDir()
getBrkInstanceDir()
getAdapterDir()
getParserDir()
getWorkingDir()
getLogDir()
getErrorDir()
getBrxsDir()
getConfDir()
getConfUpdateDir()
getConfUpdateFile()
getConfigFile()
getConfigOldFile()
getLogConfigFile()
getServiceConfigFile()
getMessageEncoding()
getMessageFormat()
makeDir()
getScriptDir()

(from config)

+configBuilder

ConfigBuilderV2

configure()
initService()
initLogging()
getErrorLogging()
paramElement()
layoutElement()
parseAppender()
parseLayout()
setParameter()
subst()
checkNull()
checkNull()

(from config)

ConfigurationException

ConfigurationException()
ConfigurationException()
ConfigurationException()
ConfigurationException()
getErrorCode()
setErrorCode()

(from config)

그림 2. 런너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2. Runner Class diagram

ConnectionHandle

getWorker()
onReceive()
close()
connect()
disconnect()
agentStarted()
agentStopped()
sendMessage()

(from connector)

AgentConnector

start()
stop()
getServiceName()

(from connector)

conn

Connection

disconnect()
connect()
agentStarted()
agentStopped()
sendMessage()

(from connector)

<<Interface>>
Worker

Worker()
getBasicMIContent()
sendMessage()
getClassName()

(from connector)

#conn

Checker

Checker()
run()

(from AgentConnector)

그림 3. 에이전트 커넥터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3. Agent Connector Class diagram 

ConnectionHandle는 커넥션 핸들을 한 클래스이며, 

AgentConnector 에이 트와 Connection을 연결하고, 명

령을 주고받는 통신 클래스이며, Checker 클래스는 연결 

상태에 해서 주기 으로 검하여 연결이 끊어지면 재 

연결을 한다.  

IV. 성능평가 

1. 테스트 환경 및 시나리오 

테스트를 해 웹서비스 클라이언트, ESB, 목표 서버

의 세 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테스트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 다.

웹서비스 클라이언트에서 메시지를 발생시켜 ESB 시

스템으로 송하면, ESB 시스템에서는 해당 메시지를 

변환  처리하여 메시지를 목표 서버로 보내게 되며 메

시지 발생부터 목표 서버 시스템에서 처리 될 때까지의 

메시지 처리  변환에 소모된 시간을 측정하 다. 메시

지 건수에 한 데이터 크기 별로 성능 테스트를 하 으

며 데이터 크기는 2Kb, 10Kb, 100Kb, 500Kb, 1000Kb 별

로 구성하 으며 메시지 건수는 500건, 1000건, 3000건, 

10000건 별로 시간을 측정하 다. 한 발생되는 메시지

는 두 가지의 형태로 발생시켜 ESB 시스템의 처리성능

을 측정하 다. 웹서비스 클라이언트로부터 발생되는 메

시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Type 1 메시지: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을 

이용한 key:value 형식의 메시지 

Type 2 메시지: JDOM(Java Document Object Model)

을 이용한 XML 메시지

 

2. 테스트 결과

그림 4. 테스트 환경 구성도 
Fig. 4. Block diagram of Test environment

다음은 Type 1 메시지에 한 데이터 크기에 따른 처

리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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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ype 1 메시지에 대한 처리시간
Fig. 5. Processing time of Type 1 message

다음은 Type 2 메시지에 한 데이터 크기에 따른 처

리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Type 2 메시지에 대한 처리시간
Fig. 6. Processing time of Type 2 message

Type 1 메시지와 Type 2 메시지에 하여 모두 데이

터의 크기와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리시간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JDOM을 이용한 Type 2 메시지인 경우에 경

량 데이터 교환포맷인 JSON 형태의 Type 1 메시지에 비

하여 동일한 크기와 건수인 경우에 약 70% 정도의 처리

시간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는 XML 싱과 데이터 변환

처리로 인한 오버헤드에 기인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실 하기 

한 요한 기술인 ESB를 핵심기능만을  구 하 다. 따

라서 계 서비스, 송서비스, 운 서비스, 모니터링 서

비스, 애 리 이션 속 서비스, 데이터 속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각 응용 컴포 트를 구 하 으므로 경량 

ESB라 할 수 있다. 

성능측정을 하여 key:value 형식의 단순 메시지와 

싱이 필요한 XML 메시지, 두 가지의 형태의 메시지로 

발생시켜 데이터 크기에 따른 메시지 건수 별로 ESB 시

스템의 처리성능을 측정하 다. 본 논문에서 구 한 

ESB는 메시지 심의 ESB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메시

지 송에 기반을 둔 처리시간에 을 맞추어 성능을 

측정하 다.

ESB에 한 메시지 심의 근방법은 서비스를 충

분히 고려하지 않고 트랜스포트 부분의 구 과 성능에 

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서 서비

스를 생성, 배치, 리하는 컴포 트들을 고려한 종합

인 성능평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분석과 향상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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