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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재 SOA 기반 소 트웨어의 요성이 인식되면서 국내외 SOA 기반 소 트웨어 시장이 격히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SOA 기반 소 트웨어에 한 고신뢰성과 고품질 소 트웨어의 요구가 

증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OA 기반 소 트웨어의 품질을 평가하기 해 품질을 시험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한 기 에 따라 정하는 방법에 해 연구를 수행하고 평가 사례를 제시하여 평가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SOA 기반 소 트웨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제 표 을 수용하는 

략기술 개발을 통해 객 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 중심어 :∣SOA∣품질평가∣평가모델∣

Abstract
Nowadays, as the importance of SOA-based software is recognized, the market of SOA-based 

software is getting bigger. In response to this, the requirements about high reliability and quality 

SOA-based software is getting increased. In this research, we clearly suggested the evaluation 

method by giving a specific evaluation example to evaluate the quality of SOA-based software. 

It is expected to raise the objectivity and the utilization by inducing the quality improvement from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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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들어 소 트웨어 기술 시장은 기존의 문제  즉, 

소 트웨어 기술 간의 상호운용성 문제와 서비스들 간

의 융합 문제를 지원하기 해 데이터 송 기술의 표

화와 함께 다양한 이기종의 애 리 이션들에 한 

서비스화 기술 즉, 서비스지향 아키텍처(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이하 SOA) 기술의 등장으로 소

트웨어 시장의 재편을 고하고 있다. SOA는 기업 

인 라의 복잡성  유지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생

산성과 유연성을 극 화할 수 있는 것으로, 경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최근에 떠오른 이슈이다[13].

SOA는 기업 인 라의 복잡성과 유지비용을 최소화

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망되어 차세  소

트웨어 아키텍처로 주목받고 있다[4]. SOA는 소 트

웨어의 구성요소  이들의 가시  속성과 이들의 계

로 구성된 시스템의 구조를 의미한다[5].

SOA 기반의 차세  소 트웨어 기술들의 등장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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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소 트웨어 시장의 침체된 상황을 정리하고 신규 시

장의 확 와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상된다

[12].

최근의 비즈니스 환경은 과거 독립 인 조직  로

세스에 의해 주도되는 수직  통합에서 고객, 공 자, 

트  등 다수 기업과의 계  업 계가 시되는 

수평  통합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11]. 이러한 계

 업이 시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기

업은 변하는 시장요구에 민첩하게 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요구에 효율 으로 응하기 한 

기업 IT 아키텍처로 표되는 것이 SOA이다. SOA는 

통 인 로그램 심의 설계/개발 방식에서 비즈니

스 로세스 에서 재활용 가능한 단 로 서비스를 

설계/개발하게 함으로써 특정 로세스나 서비스 변경 

는 내부/외부 시스템과의 비즈니스 통합 시 효율 이

고 빠른 응이 가능하다는 에서 그 의미가 깊다.

SOA는 특정 기술이나 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느슨

한 결합(Loosely Coupled)을 가지고 상호 연동할 수 있

는 서비스들의 조합으로 어 리 이션 개발을 가능하

게 하는 정보시스템 아키텍처이다[10]. 즉, 한 덩어리의 

방 한 코드로 이루어진 어 리 이션들을 각각 개발

하는 신 각각의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구성하고, 이 서비스를 조합하거나 분리함으로써 비즈

니스 로세스들을 구 할 수 있게 하는 정보시스템 구

축을 목표로 한다.

이상과 같은 SOA 기반 소 트웨어의 상용화가 격

히 진 되고 있는 시 에서 이에 따른 SOA 기반 소

트웨어의 품질평가 요구에 응하기 해, 본 연구에서

는 SOA 기반 소 트웨어 분야의 기반 기술을 조사/분

석하고 소 트웨어 품질평가 표 [1-3]에 따라 SOA 기

반 소 트웨어의 품질특성을 분석함으로써 SOA 기반 

소 트웨어의 품질을 시험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한 기 에 따라 정하는 평가모델을 개발하고자 한

다.

2000년 이후로 패키지 소 트웨어를 시작으로 의료

용, 산업용 소 트웨어 등 다양한 소 트웨어 역으로 

품질평가 련 연구[7-9]가 진 되어 왔으나 최근 이슈

가 되고 있는 SOA 기반 소 트웨어에 한 품질평가 

련 연구는 매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SOA 기반 소 트웨어 품질평가 모델 개발을 통

해 SOA 기반 소 트웨어의 품질 향상 기술 개발을 

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SOA 기반 소 트웨어의 동향

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SOA 기반 소 트웨어의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 해 SOA 기반 소 트웨어의 품질시

험  평가를 한 품질특성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SOA 기반 소 트웨어 품질 평가모델을 개발하고자 한

다.

Ⅱ. SOA 관련 동향

1. 국내외의 현황
근래 들어 많은 국가들이 자정부를 구축하기 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의 여러 국가

들은 가장 모범 인 구축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정부는 OMB에서 배포한 EA 평가 임워크 

2.0을 통해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OA)를 IT개발운

리 구조로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해외 각국이 

자정부를 실 하기 해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용한 를 소개하 다.

1.1 덴마크
덴마크는 정부차원에서 자정부를 지원하기 해 

주요 정보 아키텍처에 XML을 목시켰다. 한 SOA

를 이용해 조화된 서비스 개발과 재사용으로 기업의 역

할을 하고자 하 다.

1.2 이탈리아
이탈리아 정부는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만들기 해 

비즈니스 커뮤니티 서비스 기반구조(Business 

Community Service Infrastructure : BCSI)라 불리는 

네트워크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로젝트를 수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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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내의 현황
재 우리나라는 자정부의 발 단계 모형  2단계 

‘온라인화’ 단계를 마치고 차기 자정부는 3단계인 ‘통

합’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형 자정부는 기 별 산화 단계에서 이음새 없는 서

비스 제공을 통한 업무 신 단계로 진화하는데 자정

부 사업 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많은 사업들이 부처 

간의 업과 연계에 을 맞추고 추진되고 있다. [표  

1]은 세계 각국 자정부 순 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전자정부 순위

국명 2005 2004 2003
변화

(2005-2004)
변화

(2005-2003)
미국 1 1 1 0 0
덴마크 2 2 4 0 2
스웨덴 3 4 2 1 -1
영국 4 3 5 -1 1

대한민국 5 5 13 0 8
호주 6 6 3 0 -3

싱가포르 7 8 12 1 5
캐나다 8 7 6 -1 -2
핀란드 9 9 10 0 1
노르웨이 10 10 7 0 -3
독일 11 12 9 1 -2

네덜란드 12 11 11 -1 -1
뉴질랜드 13 13 14 0 1
일본 14 18 18 4 4

아이슬랜드 15 14 15 -1 0

2. SOA 기반 소프트웨어 품질시험 동향
최근 SOA에 한 심이 증하면서 SOA를 기반으

로 한 소 트웨어 제품 개발이 활발해지는 추세에 맞춰 

SW 품질평가 분야에서도 새로운 트 드에 응하기 

한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SOA 기반 소 트웨어에 한 

품질시험 기술이나 제도는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

므로 SOA 기반 소 트웨어의 빠른 확산에 맞춰 SOA 

기반 소 트웨어 품질시험 모델 개발이 시 한 실정이

다.

3. SOA 및 플랫폼 시장 전망
시장에서는 SOA에 해 매우 정 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한 정 인 망들을 내놓고 있다[12].

- SOA는 2007년 새로 개발되는 주요 업무 어 리

이션  비즈니스 로세스 설계에 50% 이상 사용되고 

2010년경에는 80% 이상 사용될 것이다.

- 2006년에 개발된 어 리 이션의 80% 이상이 부분 

혹은 체가 SOA 형태를 지원하도록 변경될 것이다.

- 2010년경 2006년에 5% 미만으로 사용되던 지스

트리가 SOA 로젝트에서 40% 이상 사용될 것이다.

[표 2]에서 보면 어 리 이션 서버와 트랜잭션 처리 

모니터는 마이 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상하지만, 

통합슈트, 포털, APS는 5%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

록할 것으로 측된다.

표 2. 어플리케이션 통합과 미들웨어 부분 시장 예측(백만달
러(Source:Garner Dataquest 2005.6)
Subsegment 2007 2008 2009

CAGR
(%)

Application Servers 1,079.0 1,035.8 984.0 -2.5
Integration Suites 1473.6 1,547.3 1,616.9 5.1
Portal Products 923.5 992.8 1,062.3 8.4
APS(Stand Alone) 417.3 450.7 487.7 6.5
Message-Oriented 

Middleware 533.7 544.4 549.8 3.0
Transaction Processing 

Monitors 1,329.0 1,262.5 1,136.3 -1.4
Object Request Brokers, 
Adapters and Others 1,226.3 1,263.1 1,288.3 3.1

Total 6982.3 7,096.5 7,125.3 2.7

기본 인 서비스 생성과 운 환경이 갖춰지면 향후

에는 서비스 달 네트워크, 서비스 통제 랫폼과 같

이 보다 비즈니스 에서 제품 시장이 차 으로 확

될 것으로 측된다.

Ⅲ. SOA 기반 소프트웨어의 특성 분석

이 에서는 SOA 기반 소 트웨어의 특성을 분석하

여 SOA 기반 소 트웨어가 갖추어야 할 품질 요구사

항을 확립하고자 한다.

1. 통합비용 절감
시스템 간의 통합은 일회성(one-off), 포인트-투-포

인트(point-to-point) 속 방식으로 수행된다. 통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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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N 개의 시스템이 있을 경우 연결이 필요한 총 

수는 N/2*(N-1)이다. 이들 각 연결은 다른 연결에서 거

의 재사용하지 않거나 아  없는 포인트 솔루션이 될 

것이다. 신 각 시스템에 한 표  기반 서비스 인터

페이스를 구축하고 여기에 모든 시스템이 연결되도록 

한다면, 각 시스템에 이러한 통합 작업을 단 한 번만 수

행하면 되기 때문에 시스템 수가 늘어나더라도 비용을 

감하게 된다.

2. 투명성과 자율성
독립 시스템은 투명성이나 유연성이 없는 하나의 모

놀리식 블록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완벽

하게 정의된 계약을 사용하여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용

하면서 독자 으로 운 되도록 시스템을 서비스에 매

핑해야 한다. 이는 앙 집 식 시스템  자율 시스템 

측면 모두에서 이익을 실 할 수 있다.

체 인 라를 이러한 방식으로 세분화하면 시스템 

간의 종속성을 훨씬 쉽게 추 할 수 있다. 가입자 정보

를 이용해 서비스 지스트리에 표  기반 서비스 인터

페이스의 카탈로그를 만들어 체 인 라의 종속성 

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른 이 은 IT 그룹이 훨씬 

자율 인 방식으로 다른 그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서비스 수준의 업계표준 준수
SOA 의  다른 장 은 업계 표 의 수이다. 이 장

은 두 가지 범주로 나  수 있다.

IT 인 라가 표  기반 계약을 사용하여 상호 작용하

는 독립 이고 자율 인 서비스의 집합체일 경우 다른 

비즈니스와의 작업을 통합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4. 이기종 환경에서 잘 동작
SOA는 부분의 기업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IT 환경을 통합하는 일을 더 쉽게 해 다. 이것

이 SOA가 제시하는 가장 큰 가치 가운데 하나다. 다시 

말해 SOA는 이기종 환경에서 아주 잘 작동한다.

5. 기존 포트폴리오의 활용
SOA가 좋은 은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

게 해 다는 것이다. CIO는 기존 시스템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체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 시스

템의 기능들을 악한 후 그것들을 활용함으로서, CIO

는 험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IT 투자의 가치를 극 화

할 수 있다.

6. 자율성
자율성에 한 서비스 지향의 원칙은 서비스가 가능

한 한 독립 이고 내부로직을 제어하는 기능을 자체

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메시지 

수 의 독립성을 통해 구 되는데, 서비스를 오가는 메

시지들은 충분히 지능 이며 이 메시지를 수신하는 서

비스가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다.

7. 공개표준 기반
웹서비스의 가장 주목할 만할 특징은 데이터의 교환

이 공개표 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웹서

비스가 다른 웹서비스로 메시지를 송하는 방식은 

세계 으로 표 화되어 있고 이러한 표 화에 하는 

일련의 로토콜을 통해 송한다.

그림 1. 공개 표준 기술은 솔루션 영역 안팎으로 사용

Ⅳ. 품질특성 모델 구축

이 에서는 SOA 기반 소 트웨어의 다양한 특징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SOA 기반 소 트웨어의 특성을 

분류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3장에서 수행한 SOA 기반 

소 트웨어 특성 분석 결과를 소 트웨어 제품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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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특성 항목 내용

효
율
성

성능 요구
SOAP 메시지와 XML 처리를 위해 걸리는 부
하가 작업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성능상의 요구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비용과 
노력의 
감소

비즈니스 로직과 기술을 특별할 서비스 레이어
에 추상화함으로써, SOA는 이러한 두 개의 엔
터프라이즈 도메인 간의 관계를 느슨하게 결합
할 수 있다. 이것은 각 도메인이 개별적으로 발
전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시스템을 수
정해서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지향 환경 

한 국제표 인 ISO/IEC 9126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

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의 개념에 따라 분류하

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품질특성별 SOA 기반 소

트웨어의 특성에 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를 들어 SOA 기반 소 트웨어가 이기종 환경에서 

잘 동작하는 특성은 기능성에 속하는 상호운 성이나 

이식성에 속하는 이식용이성 등과 연결함으로써 품질

특성과의 계를 정리할 수 있다.

1. 기능성
기능성은 소 트웨어가 특정 조건에서 사용될 때, 명

시된 요구와 내재된 요구를 만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 트웨어 제품의 능력으로서 SOA 기반 소 트웨어

에 해 기능성에 한 품질특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

다.

표 3. 기능성에 관한 품질특성
품질특성 항목 내용

기
능
성

느슨한 
결합

서비스 간에는 메시징(messaging)을 통해 느
슨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독립적 
단위

서비스가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면, 그 이후 메
시지에 대한 통제력은 상실하게 되므로 메시지
는 “커뮤니케이션의 독립적 단위”로서 존재해
야만 한다.

자율성
서비스가 가능한 한 독립적이고 내부로직을 제
어하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표준
준수

하나의 웹서비스가 다른 웹서비스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고 
이러한 표준화에 준하는 일련의 프로토콜을 통
해 전송한다.

발견 용이 서비스는 가능한한 발견되기 쉽도록 개별 서비
스를 설계해야 한다.

… …

2. 신뢰성
신뢰성은 명세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성능 수 을 

유지할 수 있는 소 트웨어 제품의 능력으로서 SOA 

기반 소 트웨어에 해 신뢰성에 한 품질특성을 정

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신뢰성에 관한 품질특성
품질특성 항목 내용

신
뢰
성

예외
처리

통합된 특정한 비즈니스 적업들을 보장하기 위
해 트랜잭션 처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의 실패 
시 예외 처리 로직의 실행을 보장해야 한다.

서비스 
추상화

각 서비스를 추상화를 통해 블랙박스처럼 동작
하게 함으로써 다른 서비스로 인한 결함으로부
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

3. 사용성
사용성은 소 트웨어가 명시된 조건에서 사용될 경

우, 사용자에 의해 이해되고, 학습되고, 사용되고 선호

될 수 있는 소 트웨어 제품의 능력으로서 SOA 기반 

소 트웨어에 해 사용성에 한 품질특성을 정리하

면 [표 5]와 같다.

표 5. 사용성에 관한 품질특성
품질특성 항목 내용

사
용
성

표준 포맷
SOA의 적용은 전체적으로 XML 데이터 플랫폼
을 강화하도록 이끌고 있다.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은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모두 영향을 미치
는 UI 하단의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쉬운 적응

XML 문서와 XML 스키마를 채택함으로써
(SOAP 메시지 내부에 패키지되어) 애플리케이
션 혹은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간에 완전히 표
준화된 포맷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정형화하여 주고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결과롤 예측가능하고 쉽게 확장할 수 있
으며 커뮤니케이션 네트웨크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 …

4. 효율성
효율성은 명시된 조건에서 사용되는 자원의 양에 따

라 요구된 성능을 제공하는 소 트웨어 제품의 능력으

로서 SOA 기반 소 트웨어에 해 효율성에 한 품

질특성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효율성에 관한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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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어떤 부분이 장려되는지에 상관 없이, IT
가 변화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기술에 더
욱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비즈니스가 기술과 관련된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 줄어
든다.

… …

품질특성 항목 내용

이
식
성

설치 환경

SOA는 벤더 중립적인 공개 커뮤니케이션 프레
임워크를 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구현에 있어
서 개별 벤더 기술의 역할을 제한하고 서비스로 
캡슐화된 애플리케이션 로직에 접근하도록 하여 
서비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식 용이 서비스 간에 최대한 느슨하게 결합되도록 함으
로써 서비스를 시스템에 추가하여 이식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조치만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야 한다.

대체성
느슨한 결합 패러다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
스 간에 독립성을 최대화하여 동일 환경에서 쉽
게 같은 목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대신하여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 …

5. 유지보수성
유지보수성은 소 트웨어 제품이 변경되는 능력으로

서 SOA 기반 소 트웨어에 해 유지보수성에 한 

품질특성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유지보수성에 관한 품질특성
품질특성 항목 내용

유
지
보
수
성

재사용성
SOA는 다양한 수준에서 재사용을 촉진하는 환
경을 수립한다. SOA 원칙에 따라 설계되는 서
비스는, 지금 당장 재사용 요구사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확장성

서비스 명세를 통해 캡슐화된 기능을 표현할 
때, SOA는 즉각적이고, 지점 대 지점 간 커뮤
니케이션에 대한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아이디어
를 장려한다. 서비스 로직이 적절히 잘 분할되
어 있고 적정한 수준의 인터페이스의 변경 없이
도 확장할 수 있다.

느슨한 
결합

표준화된 서비스 추상화 레이어를 구축함으로
써, 기업의 비즈니스와 애플리케이션 기술 간에 
느슨한 결합관계를 얻을 수 있다. 비즈니스와 
애플리케이션 기술은 서로를 인지하는 것일 뿐 
좀더 독립적으로 진화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비즈니스와 기술 관련된 변화를 더 잘 수용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것은 조직적인 기민
성(Agility)이라 알려져 있다.

… …

6. 이식성
이식성은 소 트웨어가 특정 조건에서 사용될 때, 명

시된 요구와 내재된 요구를 만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 트웨어 제품의 능력으로서 SOA 기반 소 트웨어

에 해 이식성에 한 품질특성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이식성에 관한 품질특성

Ⅴ. SOA 기반 소프트웨어 시험모듈

시험모듈은 품질평가를 한 평가 메트릭에 해 

ISO/IEC 14598-6의 형식에 의거하여 평가를 한 제반 

사항을 문서로서 정의한 것이다. SOA 기반 소 트웨어

의 시험을 한 모듈에 해 기본 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측정유형과 시험유형의 종류
측정유형은 메트릭의 계산식을 구성하는 측정값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의 형태를 의미하며, 시험유형이란 메

트릭의 결과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의 형태를 말한다. 본 

시험모듈에서 사용하는 측정 유형의 종류는 [표 9]와 

같다.

표 9. 측정 유형의 종류
측정유형 측정단 표시기호

측정유형 1  Y : 만족, N : 불만족
 NA : 적용 불가능 (Y/N/NA)

측정유형 2  비율 Scale
측정유형 3  숫자 Number
측정유형 4  시간 Time

측정유형 1은 측정값이 Y/N의 형태로 정되는 경우

이며 NA(Not Applicable)는 측정 상이 미비하거나 

용하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측정유형 2는 0부터 

1사이의 비율값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며, 측정유형 3은 

개수를 측정하는 경우와 같이 정수값의 형태로 측정값

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측정유형 4는 정해진 시간에 일

어나는 사건(오류발생, 결함의 복구 등)에 해 측정하

는 메트릭의 경우에 필요한 시간값을 나타낸다. 본 시

험모듈에서 사용하는 시험 유형의 종류는 [표 10]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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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시험 유형의 종류
시험유형 측정단 표시기호

시험유형 1  Y : 만족, N : 불만족
 NA : 적용 불가능 (Y/N/NA)

시험유형 2  비율 Scale

시험유형 1은 메트릭에 한 결과가 Y/N의 형태인 

경우이며 NA인 경우는 메트릭을 용할 상이 미비

하여 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시험유형 2는 메트릭의 

결과가 비율 형태의 0과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다.

2. 시험모듈의 체계와 개발 내역
2.1 시험모듈의 체계
시험모듈은 품질시험에 한 반 인 사항을 정리

하여 문서화한 것으로 시험의 개요, 기법, 메트릭에 

한 상세 내용, 용 차, 결과에 한 해석 등을 포함하

고 있으며 품질평가 로세스에 한 국제표 인 

ISO/IEC 14598의 <부분 6>인 평가모듈의 형식에 근거

하여 작성하 다. 품질시험 모듈의 체계는 [표 11]과 같

다.

표 11. 품질시험 모듈의 체계
구성 항목 내용

개요

메트릭의 개념 평가모듈의 기본 개념
측정 목적 평가모듈의 측정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가를 기술
메트릭 범주 메트릭이 속하는 소속을 기술
용어 설명 메트릭의 개념과 목적 관련 용어 설명

적용 
범위

적용대상 메트릭을 적용해야 할 문서나 소프트웨어 등
의 대상을 기술

필요자원 메트릭 적용에 필요한 도구/자원
기법 적용할 수 있는 시험 기법

 적용 고려사항 평가모듈 적용시 고려해야할 관련 정보
참조문서 메트릭이 도출된 관련 문서

메
트
릭

측정 항목 측정할 데이터 항목
측정 방법 메트릭을 구성하는 측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

인 측정 방법의 기술
계산식 데이터 항목을 이용한 계산식 정의

적용절차  시험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술

결과
해석 
및 
보고

측정치의 매핑 메트릭 결과에 대한 판정으로 값으로 나타날 
경우, 값의 범위

측정 결과의 해석 측정 결과에 대한 해석 방법에 대해 지침을 제
시

보고 사항 측정 결과에 대해 문서로서 보고해야 할 사항
에 대한 명시

2.2 시험모듈 개발 내역
본 연구를 통해 [표 12]와 같이 기능성, 신뢰성, 효율

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에 한 부특성 27개에 

해 76개의 메트릭을 개발하 다.

표 12. 시험모듈 내역
품질
특성

부특성 시험모듈 개발 내역 계

기
능
성

적합성 <느슨한 결합> 외 7개

17
정확성 <기능구현정확성> 외 1개

상호운영성 <서비스발견성> 외 2개
보안성 <접근통제가능성> 외 1개
준수성 <공개표준준수율> 외 1개

신
뢰
성

성숙성 <예외처리> 외 2개
11결함허용성 <오조작회피율> 외 2개

회복성 <데이터회복률> 외 2개
준수성 <신뢰성수준준수율> 외 1개

사
용
성

이해가능성 <내용일관성> 외 5개

16
학습성 <기능확습용이성> 외 1개
운영성 <오류복구용이성> 외 3개
선호도 <인터페이스선호도> 외 1개
준수성 <사용성표준준수율> 외 1개

효
율
성

시간효율성 <성능요구보장> 외 2개
6자원효율성 <데이터전송률>

준수성 <효율성표준준수율> 외 1개
유
지
보
수
성

분석성 <문제해결구현률> 외 3개

16
변경성 <확장성> 외 5개
안정성 <환경설정변경안정성> 외 1개

시험가능성 <내장형시험기능구현률> 외 1개
준수성 <유지보수표줁준수율> 외 1개

이
식
성

적응성 <이식편리성>

10
설치가능성 <설치용이성> 외 1개
대체성 <서비스대체> 외 2개
공존성 <공존가능률> 외 1개
준수성 <이식표준준수율> 외 1개

계 27 76

3. 품질검사표
품질검사표는 시험모듈에 정의된 메트릭을 기 으로 

실제 품질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핵심 인 사항들을 추출하여 정리한 

표로서 메트릭명과 개념, 측정항목, 메트릭의 계산식, 

결과의 역, 결과값, 문제  기술 부분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러한 품질검사표의 를 [표 13]에 나타내었

다. “표  웹 서비스 지원”이란 SOA 기반 소 트웨어

가 표  웹서비스를 지원하여 이기종 시스템 사이에 무

리없이 연결이 되는가를 시험하는 메트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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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능명
기능정
보제공

설명
기능구  
완 성

 1 범용 
프로토콜 Y

범용 프로토콜 사용 : SOAP, 
TCP/IP, HTTP, FTP, SMTP, 
JMS

Y

 2 라우팅_정
적 Y 메시지 헤더의 주소에 따라 목적

지 결정 Y

 3 라우팅_동
적 Y 메시지 Body의 특정 데이터 값

에 의해 목적지 결정 Y

 4
다중 
메시지 
수신

Y 수신측에서 그룹핑된 여러 메시지
를 수신하여 분리 후 처리 Y

.. ... ... ... ...
Y의 개수 4 4
n의 개수 0 0
결 과 1.0 1.0

표 13. 품질검사표의 예
메트릭명 SOA 기반 소프트웨어가 표준 웹서비스를 지원하여 이

기종 시스템 사이에 무리없이 연결됩니까?표  웹 
서비스 지원

측정
항목

A
이기종 시스템간의 서비스 연결 테스트 시도수
이기종 시스템과 서비스 연결 테스트를 수행한 횟수

B
각 항목별 테스트케이스가 성공한 경우의 수
테스트케이스를 작성하여 성공한 경우를 체크

계산식

- 표준 웹 서비스 지원 = B/A

- B = ∑=

A

i i

i

TCTotal
TCSuccess

1 _
_

- Success_TC : i 번째 기능 확인을 위해 수행한 테스트
케이스 중 성공한 건 수
- Total_TC : i 번째 기능 확인을 위해 수행한 테스트케이
스 수

결과 역 0≤표준 웹 서비스 지원≤1 결과값

문제

품질검사표에는 기본 으로 메트릭명과 메트릭이 측

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한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측

정항목은 계산식을 통해 메트릭을 구성하는 요소로 1

개 이상의 요소로 구성되며 항목 개요와 측정 방법에 

한 기술을 포함한다.

결과 역은 계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값이 나타날 수 

있는 역으로 메트릭들은 체 으로 0과 1사이의 값

으로 사상될 수 있도록 정의하 다.

4. 점검표
검표는 품질검사표를 이용하여 측정항목에 한 

측정을 수행하기 해 작성된 테스트 이스의 시험 목

록이다. 를 들어 [표 14]의 검표는 기능 검표를 나

타내고 있다. 기능 검표란 소 트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 요소를 명시하고 이에 해 필요한 기능설명

이나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한 

검표라고 할 수 있다.

표 14. 점검표의 예

5. 시험결과서
검표의 테스트 이스를 사용하여 품질검사표에 

한 측정이 수행되면 각 메트릭별 측정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 이 결과들을 품질특성, 부특성에 한 메트릭

별로 [표 15]와 같은 시험결과서로 정리된다. [표 15]의 

측정값은 각 메트릭별로 응되는 [표 13]과 같은 품질

검사표의 계산식으로부터 도출된다.

표 15. 시험결과서의 예
제품설명서  사용자 문서

품질특성 부특성 메트릭 측정값

기능성

적합성

느슨한 결합(LLC) 0.75
독립적 단위(IUT) 0.83
자율성(SCC) 0.95

경계값 정보 제공(BSI) 0.75
경계값 처리율(BEC) 0.83

정확성
기능구현 정확성 정보제공(AIP) 0.72

기능분류명확성(FDC) 0.92
상호
운용성

발견용이(EDC) 0.89
・・・ ・・・

・・・ ・・・ ・・・
∬ ∬ ∬ ∬

이식성

적응성
설치환경(EOI) Y

데이터구조 적응률(DAR) 0.45
대체성(EOC) ・・・

설치
가능성

이식용이(EOP) 0.93
설치가능률(IPR) 1.00

・・・ ・・・
・・・ ・・・ ・・・

6. 시험성적서
시험성 서에서는 [표 16]과 같이 문제  기록서  

시험결과서를 바탕으로 하여 발견된 문제 에 해 품

질특성의 에서 반 인 문제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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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시험성적서의 예
시험 항목별 결과 내역

 시험 대상 : S/W에 대한 기능설명, 매뉴얼, 프로그램
품질특성 결과

기능성 ▪ 기능수행 방법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음
▪ 상호운용 가능기기가 부족

신뢰성 ▪ 부분적으로 데이터의 신뢰도 저하
▪ 결함 발생으로 시스템 정지 상황 발생

사용성 ▪ S/W의 복잡성에 비해 매뉴얼의 설명이 미비함
효율성 ▪ 자원 사용이 최적화되어 있지 못함
유지
보수성

▪ 자체적인 시스템 점검 기능 미흡
▪ 결함 발견이나 복구가 용이하지 않음

이식성 ▪ 설치 과정에 복잡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치방법
의 기술이 미비함

Ⅵ. 품질측정과 평가 사례

본 평가 사례에서는 SOA 기반 소 트웨어를 상으

로 평가를 수행하여 품질을 측정하고 평가한 사례를 통

해 평가 방법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1. 품질평가 계획
품질특성  본 평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

목에 해 [표 17]에 나타내었다.

표 17. 품질특정 범위
품질특성 부특성 품질측정

상 여부구분 가 치(%) 구분

기능성 30
적합성 ●
정확성 △

상호운영성 ●
보안성 △

신뢰성 30
성숙성 △

결함허용성 △
복구성 △

사용성 20
이해성 △
학습성 X
운용성 △
호감성 X

효율성 10 시간반응성 △
자원효율성 △

유지보수성 5
해석성 △
변경성 △
안정성 △
시험성 X

이식성 5
적응성 △
설치성 △
공존성 △
대체성 X

● : 품질측정 필수 대상, △ : 품질측정 선택 대상, X : 품질측정 대상 제외

[표 17]에서 가 치는 5명의 연구원을 상으로 평가 

상 소 트웨어의 특성에 따른 품질특성별 요도에 

한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 다. [표 17]에서 제외된 

항목 에 학습성은 데모기능이나 튜토리얼 등의 기능

을 가지고 있는 소 트웨어에 해 사용자가 쉽게 학습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한 것으로, 평가 상 제

품에는 해당되지 않아 제외되었으며, 체성은 신규 개

발제품인 경우 해당되지 않아 제외되었다.

2. 메트릭의 선정
본 평가사례에서 선정한 메트릭은 [표 18]과 같다. 선

정은 평가 상 소 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성

이 낮거나 평가 상이 비되어 있지 않거나 용하기

에 합하지 않은 것들은 제외하 다.

표 18. 평가명세 과정에서의 메트릭 선정
품질특성 부특성 메트릭 필수 여부

기능성

적합성

기능적절성 ●
기능구현 완전성 ●
기능구현정도 ●
느슨한 결합 ●

정확성
기대되는 정확도 ●

계산정확도 X
정밀도 X

상호
운용성

발견용이성 ●
표준준수 ●

보안성
독립적 단위 ●
접금 제어성 ●

데이터변조 방지 X
신뢰성

⋮ ⋮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적응성

데이터 구조 적응성 X
조직적 환경 적응성 ●
하드웨어 환경 적응성 X

시스템 S/W 환경 적응성 ●
사용자 적용의 친밀성 X

설치성 설치 환경 ●
설치 용이성 ●

공존성 데이터 연속성 X
기능 포함성 X

대체성 대체 용이성 X
● : 품질측정 필수 대상, X : 품질측정 범위 아님



SOA 기반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모델 개발 91

3. 메트릭에 대한 측정 결과
평가는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에 해 수행하 으며 [표 19]에서는 기능성에 

한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를 통해 각 메

트릭에 한 결과를 알 수 있고 상 으로 취약한 특

성을 악할 수 있다. 기능구 완 성, 근제어성 등이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발견용이성, 독립  단

 등이 상 으로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표 19. 기능성에 대한 측정 사례
특성 평가항목 측정값 비고

기
능
성

적합성(기능적정성) 0.96
적합성(기능구현 완전성) 1.00
적합성(기능구현정도) 0.97
적합성(느슨한 결합) 0.94
정확성(기대되는정확도) 0.93
정확성(계산정확도) - 적용대상 아님
정확성(정밀도) - 적용대상 아님
상호운영성(발견용이성) 0.88
상호운영성(표준준수) Y
보안성(독립적 단위) 0.86
보안성(접근 제어성) Y
보안성(데이터변조방지) - 적용대상 아님

4. 품질부특성과 품질특성의 결과 집계
[표 20]은 품질부특성에 한 집계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품질부특성의 집계는 [표 20]의 메트릭 결과로부

터 각 부특성에 한 메트릭값의 합계를 평균한 것이

다. 이때 Y/N로 측정되는 메트릭은 Y를 1로, N을 0으

로 계산하며 NA(Not Applicable)가 나오는 경우에는 

문서(평가 상)의 미비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0으로 하

여 계산한다. 결과를 통해 각 품질특성별로 취약한 결

과를 보이고 있는 부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0. 품질부특성에 대한 집계표
특성 부특성 결과 특성 부특성 결과

기
능
성

적합성 0.97
신
뢰
성

성숙성 0.92
정확성 0.93 결함허용성 0.95

상호운영성 0.94 회복성 0.85
보안성 0.93

사용
성

이해가능성 0.88 효
율
성

시간효율성 0.96
운영성 0.91 자원효율성 0.93

유지
보수
성

분석성 0.94 이
식
성

적응성 0.88
변경성 0.88 설치가능성 0.95

[표 21]은 [표 20]을 정리하여 품질특성에 해 백분

율로 나타낸 결과이다.

표 21. 품질특성에 대한 집계표
품질특성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

보수성 이식성
결과값 0.96 0.91 0.89 0.95 0.92 0.90
평균 0.92

5. 문제점의 제시
문제 을 분석하여 개발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 이므로 [표 22]와 같이 품질특성 

수 에서 평가 상 소 트웨어에 나타난 문제 을 

시하 다.

표 22. 문제점 예시의 일부
시험결과 내역

시험대상 : 제품설명서 및 사용자 문서
기능성 - 시스템 수행방법에 대한 정보의 부분적인 미비

-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오류발생이 있음
신뢰성 - 신뢰성과 관련된 규정이나 규정의 준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효율성 - 처리되는 기능요소의 반응 요구시간이나 제한시간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시험과정에서 명확한 판단 곤란

사용성
-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요구되는 부가 정보에 대

한 기술이 부족하여 이해성 저하
- S/W user에게 제공되는 상황에 대한 정보가 미비한 부분

이 있어 사용성이나 학습성 저하
유지
보수성 - 환경 설정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이 미비하여 보완이 요구됨

이식성 -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운영환경에 대한 설명이나 환경설정 
방법 미비

Ⅶ. 결론

최근, 다양한 소 트웨어 유형에 따른 품질평가 역

이 지속 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으며 국내외 으로 

소 트웨어 품질평가  인증 분야에 한 인식이 제고

되고 있다. SOA는 IT의 아키텍처를 서비스 심의 비

즈니스 구조에 맞게 재구조화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SOA는 복요소를 제거하여 공유할 수 있

는 객체를 식별하여 재사용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내의 

서비스 기능 단 로 IT 재구조화하며 객체간의 연결을 

사용자와 제공자 사이의 계약 계에 입각하여 최 한 

느슨하게 연결함으로써 비즈니스 서비스화에 따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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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최 한 빠르게 응하여 개발할 수 있게 한다.

SOA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업무 로세스에 해 

기존에 구축된 서비스를 유연하게 연동해 새로운 업무

처리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장 을 지닌 SOA 기반 소 트웨어에 해 

SOA의 특성을 수용한 평가 방법이나 체계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ISO/IEC 12119를 기반

으로 하여 SOA 기반 소 트웨어 평가를 한 평가모

델을 개발하고 평가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품질검사

표를 개발하 다. 한, SOA 기반 소 트웨어에 한 

품질평가 방법을 구축하여 SOA 기반 소 트웨어의 품

질 수  제고와 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SOA 기반 소 트웨어 품질평

가 방법을 활용하여 SOA 기반 소 트웨어의 품질수  

향상과 시험체계 구축을 한 기반 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향후 연구과제로 SOA 기반 소 트웨어의 평가 기술

에 한 실질 인 용을 통해 평가기술의 객 성과 타

당성을 제고하는 연구를 지속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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