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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재사용 특징과 공통성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배포하며 서비스 사용

자들은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를 찾고 재사용한다. 그러므로 재사용성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한 본질적인 특성이다. 서비스

의 재사용성이 높으면, 투자대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을 위한 품질모델은 전통적인 프로

그래밍 패러다임에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평가에 적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재사용성을 평

가하기 위해 품질속성과 메트릭이 포함된 평가모델을 제시한다. 사례연구에서는 평가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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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to Evaluate and Enhance Reusability of Clou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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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develop and deploy services with common and reusable features among various applications,

service consumers locate and reuse them in building their applications. Hence, reusability is a key intrinsic characteristic of cloud services.

Services with high reusability would yield high return-on-investment. Cloud services have characteristics which do not appear in

conventional programming paradigms, existing quality models for software reusability would not applicable to servic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usability evaluation suite for cloud services, which includes quality attributes and metrics. A case study is presented to show

its applic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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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을 구

축하기 위해 효과적인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자원의 타입은 서비스로 배포될 수 있으며 많은 장점들을

제공한다[1].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양

한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재사용 특징과 공통성을 고려하

여 개발하고 배포한다. 서비스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어플리

케이션을 위해 적합한 서비스를 찾고 서비스 구독을 통한

사용자들의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해 서비스를 재사용한

다. 이러한 이유로 재사용성은 서비스의 품질평가에서 중요

한 기준 중에 하나이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09-0076392).
†준 회 원:숭실대학교 컴퓨터학과 박사수료
††정 회 원:숭실대학교 모바일 서비스 소프트웨어공학센터 연구교수
†††종신회원: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1년 8월 29일
수 정 일 : 1차 2011년 11월 4일, 2차 2011년 11월 21일
심사완료: 2011년 11월 21일

재사용성은 재사용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기존의

품질속성과 재사용성의 메트릭들은 CBD에서 컴포넌트와 객

체지향 프로그램, 절차적 프로그램에 대부분 사용되었다[2].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서비스는 다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서 나타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

우드 서비스를 평가하는 품질모델은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재사용성은 두 가지의 다른 관점으로

측정된다.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의 재사용성은 서비스 사

용량과 수익에 대한 측정이다. 서비스 사용자 측면에서의

재사용성은 사용자들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서비스 사용과

적응, 그리고 발견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측정이다.

본 논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재사용성 평가 모델은 서비

스 사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2장에서는 관련연구를 작성하

였고, 3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들을 요약하였다. 4

장에서는 재사용성을 위한 품질속성을 5장에서는 품질속성

과 관련된 메트릭을 설명하고, 6장에서는 제시한 재사용성

모델을 적용한 사례연구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7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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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측정된 재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며, 8장에서는 제시한 품질모델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한다.

제안된 평가모델은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평가에 실용적으

로 적용할 수 있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재사용성 향상에 적

용할 수 있고 생각한다.

2. 관련 연구

ISO/IEC 9126은 품질모델의 세가지 타입을 제공한다; 내

부 메트릭, 외부메트릭, 그리고 사용품질 메트릭 [3][4]. 현재

제품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인 ISO/IEC 9126은 정확하게 클

라우드 서비스의 재사용성 평가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다른 관련연구로는 단일시스템이나 컴포넌트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품질모델 ISO/IEC

9126을 클라우드 서비스 재사용성 평가를 위해 바꾸거나 클

라우드 서비스의 재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

워크를 정의해야 한다.

Choi의 연구는 사용자 관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제공될

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위한 메트릭을 제안하였다[5]. 이 연구

에서는 품질메트릭의 가용성과 유용성, 품질속성의 모델 구

조는 SOC(Service Oriented Computing)의 특성으로부터 도

출되었다. SOC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기업이나 조직의 내의

소프트웨어 자산에 대해 다른 소유권 통제 하에 있을 수 있

는 분산된 역량을 구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아키텍처 패러다

임이다. 즉,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 있으므로 서비스의 수정

및 변경, 유지보수 등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나

특정 조직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클

라우드 서비스 보다 재사용성이 낮다. 반면 클라우드 서비

스는 잠재적인 서비스 사용자들을 위해 공통적이고 재사용

할 수 있는 특징들을 제공한다. 또한 서버, 저장장치, 소프트

웨어 등의 자원을 구독하므로 소유하지 않고 필요 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클라

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가상화 기술을 바탕으로 분산된 자원

을 통합하여 확장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사용

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SOC의 서비스는 비즈니스

수준에서 서비스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규모나 복

잡성이 높아 많은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제공자 측에서 실행되며 서비스 사용자

는 실행 결과를 브라우저나 경량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

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한 특성 일부

분은 SOC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는 클라우드 서

비스 품질측정에 적용할 수 없다.

Washizaki’s의 연구는 소스코드 없이 컴포넌트의 외부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블랙박스 컴포넌트의

재사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메트릭을 제안하였다[6]. 이 연구

는 컴포넌트 사용자 관점으로부터 블랙박스 컴포넌트를 위

한 재사용성 모델을 정의하였다. 이 재사용성 모델에서, 컴

포넌트 재사용성은 3개의 요소로 분리된다: 이해성

(Understandability), 적응성(Adaptability), 이식성(Portability).

이 요소들은 다시 4개의 기준과 5개의 메트릭으로 나뉜다. 4

개의 기준은 메타 정보의 존재여부, 식별 가능성, 커스터마이

즈, 외부와의 의존도이다. 5개의 메트릭, Existence of

Meta-Information (EMI), Rate of Component

Observability (RCO), Rate of Component Customizability

(RCC), Self-Completeness of Component’s Return Value

(SCCr), and Self-Completeness of Component’s Parameter

(SCCp)은 자바 빈(JavaBeans) 컴포넌트의 수를 통계 분석

하여 신뢰 구간을 정의하였다. 또한 재사용성 모델을 기반

으로 한 5개의 메트릭들을 결합하여 재사용성 메트릭을 제

공한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컴포넌트 보다 큰 재사

용성 단위이다. 그러므로 품질요소와 메트릭은 클라우드 서

비스의 재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확장되어야 한다.

3.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

품질모델은 목표 컴퓨팅 패러다임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

하여 정의된다. 그러므로 품질모델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클

라우드 서비스의 핵심 특성을 식별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7]. 특성은 두 개 분야로 나뉜다: 본질적인 것과 서비스의

가치 있는 속성.

∙공통성: 클라우드 서비스는 잠재적인 서비스 사용자들을

위해 공통적이고 재사용 할 수 있는 특징들을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의 공통성이 높을수록 높은 ROI(Return on

Investment)을 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합 접속: 원격 노드에 배포된 클라우드 서비

스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들이 접속을 할 수 있다[1][8].

따라서 표준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사용자들은 특정 소프

트웨어의 설치 및 운영체제 요구사항 없이 클라우드 서비

스에 접근 할 수 있다.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는 내부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1][9].

∙사용에 대한 비용지불: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과는 달리,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비스 사용자가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즉, 서비스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구독해야 하고,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1][10].

∙가벼운 클라이언트 모델: 클라우드 서비스는 제공자 측에

서 실행되며 서비스 사용자는 실행 결과를 브라우저나 경

량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특정 데이터 셋을 저장하고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유지보수 된다. 즉, 실행과 저장 그리고 유지보

수는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모두 이루어지며, 소비자는

서비스 실행 결과만을 브라우저나 경량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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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과 품질속성들간의 관계

∙높은 가용성(Availability): 클라우드 서비스는 높은 가용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가용성이 낮다면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함과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1][8][9].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강력한 서버 클러

스터와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강력한 컴퓨팅 아

키텍처를 제공해야 한다.

∙높은 확장성(Scalability):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서비스 요

청에 대한 양. 즉, 서비스 로드는 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

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비스 요청이 절정(Peak Time)

일 때, 높은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의

확장성이 낮다면, 서비스 요청이 절정일 때 서비스 사용

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서비스의 이용이

점차 낮아진다[1][11].

(그림 1)에서 위의 7개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은 많은

문헌들을 통해 연구된 범용적인 특징들이며, 이러한 범용적

인 특징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재사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품질속성들을 도출한다.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는 이해성과 연관성이 있다. 클라

우드 서비스는 내부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인터

페이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즉, 서비스의 디스크립션에

인터페이스가 잘 정의 되어 있지 않다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들은 디스크립션을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터페

이스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이해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재사용성이 낮아지므로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는 이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통성”과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는 홍보성과 연관성이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서비스

제공자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잠재적인 서비스 사용자들을

위해 공통적이고 재사용 할 수 있는 특징들을 많이 제공해야

만 잠재적인 여러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다. 또

한 서비스의 인터페이스가 잘 정의되어 있어야만 잠재적인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발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공통성”,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와 “높은 확장성”은 적

응성과 연관성이 있다. 서비스의 공통성과 잘 정의된 인터

페이스를 통해 서비스 사용자들은 쉽게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다. 높은 확장성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가 서비스 요

청이 절정일 때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배포할 때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사용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재사용성은 낮아진다.

“공통성”,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 “높은 가용성”, 그리고

“높은 확장성”은 조립성과 연관성이 있다. 공통성과 잘 정의

된 인터페이스 그리고 높은 확장성이 잘 제공되어야 여러

어플리케이션들간의 인터페이스 공통성과 가변성 분석을 통

하여 공통된 인터페이스 항목을 수정되지 않도록 고정적으

로 설계하고, 가변적인 인터페이스 항목은 다시 가변점

(Variation Point)와 각 가변점 별 가변치(Variants)를 반영

하여 어플리케이션 별로 필요한 인터페이스로 특화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높은 가용성은 여러 서

비스들이 연결되어 필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들기 때

문에 서비스 이용이 항상 가용해야 한다.

4. 서비스 재사용성을 위한 품질속성

본 장에서는 서비스 재사용성을 위한 품질속성을 정의한

다. 품질모델은 실용적으로 널리 적용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McCall의 FCM (Factor

Criteria Metrics)[12] 접근방법을 적용하며, 품질모델은 하향

방식(Top-Down)으로 세가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가

지 용어(요소, 기준, 메트릭)는 평가 및 평가 계층구조로 구

성되어 있다. 요소는 관리수준에서 사용되며 기준은 디자인

수준에서 사용되고 메트릭은 제품 수준에서 사용된다.

일반적이고 잘 적용될 수 있는 품질모델은 클라우드 서비

스 재사용성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고려해야 한다. 본 논

문에서는 [13][14][15][16]로부터 서비스 재사용 프로세스 자

원들을 유도하여 (그림 2)와 같은 일반적인 서비스 재사용

프로세스를 정의하였다. 유도된 서비스 재사용 프로세스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세스이기 때

문에 본 논문에서는 유도된 서비스 재사용 프로세스를 클라

우드 서비스 환경에 적용하여 서비스의 재사용성을 평가하

기 위한 품질속성을 도출한다.

유도된 서비스 재사용 프로세스는 서비스 발견, 적응, 통

합 그리고 호출이라는 4개 단계로 되어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의 높은 재사용성을 위해 서비스는 여러 사용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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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재사용 프로세스와 유도된 품질 속성들

(그림 3) 재사용성을 위한 품질속성과 메트릭

게 잘 발견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 디스크립션

의 이해와 서비스가 잘 발견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신택틱,

시맨틱한 정보기술이 서비스 명세서에 기술되어 있어야 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재사용성 평가

를 위해 이해성과 홍보성을 품질속성으로 도출하였고 이해

성과 홍보성을 측정할 수 있는 메트릭들을 제안하였다. 또

한 서비스 기반 어플리케이션의 목적에 맞도록 서비스를 효

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도메인 분석 보고서와 디자인 명세서가 기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재사용성 평가를 위

해 적응성을 품질속성으로 도출하였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메트릭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서비스들 간의 통합은 적응된

서비스와 목표 어플리케이션의 통합을 통해 비즈니스 프로

세스를 구성하며 하나 이상의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에 통

합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다른 서비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

는 오퍼레이션의 정보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재사용성 평가를 위해 조립성을

품질속성으로 도출하였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메트릭을 제

안하였다.

따라서, (그림 2)에서 단계 1은 목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할 수 있는 후보 서비스들을 발견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디스크립션 관찰을 통해 발견할 수 있고, 따라서 서비스 디

스크립션은 이해성이 높아야 한다. 단계 1의 활동을 고려하

여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품질속성을 도출하였다: 이해성

(Understandability)과 홍보성(Publicity). 단계 2는 어플리케

이션에서 예상 가능한 서비스와 가용한 서비스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면 목표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후보 서

비스를 맞춘다[13]. 단계 2의 활동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

는 품질속성으로 적응성(Adapatbility)을 도출하였다. 단계

3은 적응된 서비스와 목표 어플리케이션의 통합을 통해 비

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성하며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하나 이

상의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에 통합될 수 있다. 단계 3의

활동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품질속성으로 조립성

(Composability)을 도출하였다. 단계 4는 실시간에 서비스를

호출하면 목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다. 이 단계는 사용

중 품질을 위한 속성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단계 4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

식별된 품질속성들의 값을 계산하기 위한 메트릭을 정의

한다. (그림 3)은 품질속성과 메트릭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

여준다.

(그림 3)에서 이해성은 서비스 디스크립션의 품질을 측정

하기 위해 Comprehensibility of Service(CoS)을 통해 측정

된다. 홍보성은 새롭게 등록된 서비스를 서비스 사용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Awarability of Service(AoS)을 통해 측정된다. 적응성은 두

개의 메트릭을 통해 측정된다; Coverage of Variablity

(CoV)와 Compleness of Variant Set(CoA). 두 메트릭은 가

변성과 커스터마이즈의 범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조립

성은 두 개의 메트릭을 통해 측정된다: Modularity of

Service (MoS)와 Interoperability of Service (IoS). MoS는

서비스의 응집성을 측정하고, IoS는 다른 서비스들과의 협

력의 정도를 측정한다.

5. 서비스 재사용성을 위한 품질 메트릭

본 장에서는 서비스 재사용성의 품질속성을 위한 메트릭

을 정의한다. 각 메트릭은 개요, 계산을 위한 공식, 그리고

설명을 정의한다.

5.1 이해성을 위한 메트릭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신택틱과 시맨틱한 특징을

명세한 디스크립션을 제공한다. 그리고, 서비스 디스크립션

은 많은 설명 필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위

한 WSDL(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 디스크립

션은 표준에서 정의된 많은 XML 태그들을 포함한다.

이해성은 Comprehensibility of Service (CoS)로부터 측정

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가독성(Readability) 필드의 수를 측

정한다. CoS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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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모는 서비스 디스크립션에서 사용되는 전체 필드의 수

이며 분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가독성 필드의 수를 의미한

다. 즉, 필드의 이해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값의 범위는

0...1이다. CoS의 값이 높을 수록 서비스는 높은 이해성을

가진다.

5.2 홍보성을 위한 메트릭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등록된 서비

스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등록된 서비스는 서비스 저장소

에 등록되며 등록된 서비스들은 서비스 발견을 위해 공개된

다. 서비스의 홍보성이 낮다면 서비스들을 효과적으로 발견

할 수 없으며, 이로인해 낮은 구독 결과가 발생한다.

홍보성은 Awarability of Service (AoS)을 통해 측정되며,

AoS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분모는 잠재적인 서비스 사용자들의 전체 수 이고 분자는

기존에 존재하는 서비스들을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발견 기법과 서비스 분류 트리

탐색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된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수 이다.

따라서 값의 범위는 0...1이다. AoS의 값이 높을수록 서비

스를 보다 쉽게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3 적응성을 위한 메트릭

서비스의 적응성은 각 서비스 기반 어플리케이션의 목적

을 위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적응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한다. 적응성은 두 개의 메트릭으로 측정된다; Coverage of

Variability (CoV)와 Completeness of Variant Set (CoA).

CoV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서비스 사용자들이 커스터마

이즈를 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즉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가변점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CoV는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분모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들의 집합을 예상하고 고

려한 잠재적인 가변점들의 전체 수 이고, 분자는 서비스에

서 제공하는 가변점들의 수 이다. 서비스는 블랙박스 형태

로 제공되기 때문에 서비스 사용자들이 잠재적인 가변점의

존재 여부를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비스

명세서(Service Specification)이다. 서비스를 명세하기 위한

범용적인 표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서비스 인터페이스

(Service Interface), 서비스 기능성(Service Functionality),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와 같은 서비스 명세를 위

한 중요 항목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가 존재한다.

CoA는 얼마나 많은 옵션을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즉, 서비스 사용자는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옵션

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CoA는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n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가변점들의 수 이고 분모는 각

가변점(잠재적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의 집합을 고려하

여 도출)에서 잠재적인 가변치들의 전체 수 이고, 분자는 각

가변점에서 가변치 수들의 합이다.

적응성 측정을 위한 메트릭에서 서비스에 제공하는 가변

점들의 수는 값을 설정하여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오퍼

레이션들의 수를 집계하여 측정한다. 예를 들면 본 논문의

사례연구에서 사용된 G 맵은 서비스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방식을 통해 지도의 유형과 마커의 종류, 지도의 확대 및

축소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G 맵에서 제공되는 가변

점들의 수를 측정 할 수 있다.

주어진 두 개의 메트릭은 가중치(Weight)를 적용하여 적

응성을 계산한다. 만약 같은 가중치를 사용한다면, 적응성은

두 메트릭 값의 평균이다. 따라서, 적응성 값의 범위는 0...1

이다. 적응성의 값이 높을수록 서비스 사용자의 특정 요구

사항을 쉽고 효과적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

5.4 조립성을 위한 메트릭

서비스의 조립성은 두 개의 메트릭으로 측정된다;

Modularity of service(MoS)와 Interoperability of Service

(IoS). MoS는 서비스의 응집력을 측정한다. MoS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분모는 서비스에서 요소들의 전체 수 이고 분자는 외부

서비스의 의존한 요소들의 수 이다. 조립성 측정을 위한 메

트릭에서 외부 서비스의 의존한 요소들의 수는 성공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서비스와 상호작용을 하는 오퍼레이

션의 수를 집계하여 측정한다. 이러한 정보는 서비스 디스

크립션과 제약의 한 형태인 다른 디스크립션에서 명시된다.

만약 서비스가 완전히 포함된 경우에 MoS는 1이다.

IoS는 현재 서비스가 참여한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현재 서비스와 그것에 의존적인 서비스들 사이에 효과적인

상호작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측정한다. IoS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54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제19-D권 제1호(2012. 2)

분자 & 분모 G 맵 N 맵 D 맵

Number of Fields with
Acceptable Readability

10 6 8

Total Number of Fields 12 9 11

Total 0.833 0.667 0.727

<표 1> 이해성의 측정 결과

분모는 현재 서비스가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잠재적인 비즈

니스 프로세스에서 현재 서비스에 의존적인 서비스들의 전

체 수 이다. 분자는 허용된 상호작용 능력을 가진 의존적인

서비스들의 수 이다. 허용된 상호작용 능력을 가진 의존적

인 서비스들의 수는 각 서비스 호출에 대한 QoS(서비스 정

보와 시간을 수신하는 시간에 대한 결과를 반환)를 유지한

이전 데이터를 활용하여 얻는다. 이러한 데이터는 허용할

수 있는 QoS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서비스의 수를 유도

할 수 있다.

주어진 두 개의 메트릭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조립성을 계

산한다. 만약 같은 같은 가중치를 사용한다면, 조립성은 두

메트릭 값의 평균이다. 따라서 조립성 값의 범위는 0...1이다.

조립성의 값이 높을 수록 다른 서비스와 통합하여 서비스

사용자의 특정 요구사항을 쉽고 효과적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

5.5 재사용성을 위한 메트릭

서비스의 재사용성 평가는 4개의 품질속성과 메트릭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메트릭은 별도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재사용성 평가를 위해 각 메트릭들을

통합하여 계산한다.

각 메트릭들을 결합하는 쉬운 방법은 각 메트릭 값의 평

균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메인에 따라 각 메트릭은

재사용성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 따

라서 각 메트릭의 다른 가중치 값을 적용하여 재사용성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QAi는 품질속성 i번째를 위한 메트릭이고, i의 범위는

1...4이며 재사용성 평가를 위해 4개 품질속성을 정의한다.

그리고 Wi는 각 품질속성 QAi를 위한 가중치 값이다. Wi는

도메인의 특성과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정의되며, Wi의

모든 합은 1이다.

수식을 통해 재사용성의 값은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은 값을 가질수록 서비스가 높은 재사용으로 설계되었다.

6. 재사용성 메트릭을 위한 사례연구

일반적으로 품질모델은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품질모델의 추상적인 메트릭으로 인해, 메트릭의

값을 객관적으로 의도하거나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

문에 품질평가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제시한 메트

릭을 적용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서비스 사업

자가 제공하는 3개의 맵 서비스에 메트릭을 적용하여 사례

연구를 수행한다; G 맵, N 맵, and D 맵. 본 논문에서 제시

한 메트릭을 적용하기 위해 각 맵 서비스는 재사용성 측면

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첫 번째, 각 서비스 디스크립션에

는 오퍼레이션과 이와 관련된 속성들이 기술되어 있으며 두

번째, 서비스를 검색하여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신택틱 정보

기술과 시맨틱 정보기술 등이 서비스 명세서에 기술되어 있

으며 세 번째, 서비스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기

능을 포함한 도메인 분석 보고서와 디자인 명세서(가변치와

가변점 정보를 제공) 네 번째, 다른 서비스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의 정보(이 정보는 서비스 디스크립션과

제약의 한 형태인 다른 디스크립션에서 명시된다.)등을 기반

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트릭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서비

스 재사용성을 평가한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의 특징들을 고려하

여 값을 수집한다. 각 변수의 값을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History Log를 이용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고,

설계모델에서 변수들과 관련된 값들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

며,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값들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변수에 대한 값을 수집하기 위해 각 변수들

의 특징을 고려하여 위에서 제시한 여러 방법들을 이용해

변수들의 값을 수집한다.

6.1 이해성을 위한 측정

CoS은 서비스 사용자가 제공된 서비스의 기능을 얼마나

쉽고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두 개의 변

수로 계산된다. Number of Field with Acceptable

Readability는 사용자들로부터 서비스 디스크립션에서 얼마

나 많은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속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그리고 Number of Field with Acceptable

Readability의 값은 사용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

었다. 이 메트릭의 경우 객관적으로 의도하거나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품질평가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결정

한다. 그리고 Total Number of Fields는 서비스 명세서를

통해 서비스 디스크립션에 등록된 모든 오퍼레이션과 관련

된 속성들을 집계하여 획득한다.

따라서 <표 1>에서와 같이, 3개의 CoS 값을 얻었다; G

맵은 0.833, N 맵은 0.667, D 맵은 0.727.

이 값들을 해석하면, 각 디스크립션에 명세 된 모든 필드

에서 G 맵 필드의 83%를, N 맵 필드의 67%를, D 맵 필드

의 73%를 이해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6.2 홍보성을 위한 측정

AoS는 서비스 사용자가 얼마나 쉽게 서비스를 발견하고

접근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며, 두 개의 변수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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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 분모 G 맵 N 맵 D 맵

Number Of Consumers with
Service Discoverability

91 58 74

Total Number of Potential
Consumers

100 70 85

Total 0.91 0.828 0.87

<표 2> 홍보성의 측정 결과 (Number in ten thousands)

분자 & 분모 G 맵 N 맵 D 맵

Number of Variation Points
Supported

5 2 3

Total Number of Potential
Variation Points

6 3 4

Total 0.833 0.667 0.75

<표 3> CoV의 측정 결과

분자 & 분모 G 맵 N 맵 D 맵

Number of Variants supported in
VP i

5 2 3

Total Number of Potential Variants
in VP i

7 4 5

Total 0.71 0.5 0.6

<표 4> CoA의 측정 결과

G 맵 (0.7 Í 0.833) + (0.3 Í 0.71) 0.796

N 맵 (0.7 Í 0.667) + (0.3 Í 0.5) 0.616

D 맵 (0.7 Í 0.75) + (0.3 Í 0.6) 0.705

<표 5> 적응성의 측정 결과

Number of Consumers with Service Discoverability는 후

보 서비스 검색 후 서비스 사용결정을 한 사용자들의 수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통계 데이터로부터 획득한다.

Total Number of Potential Consumers는 서비스 제공자가

ROI와 잠재된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서비스 개발 여부를 결

정하고 비즈니스 분석의 결과를 통해 얻는다.

따라서 <표 2>에서와 같이, 3개의 AoS 값을 얻었다; G

맵은 0.91, N 맵은 0.828 D 맵은 0.87.

이 값들을 해석하면, 분류 트리를 찾거나 적합한 쿼리를

전송한 잠재적인 사용자는 G 맵은 91%, N 맵은 83%, D 맵

은 87% 라는 결론을 얻었다.

6.3 적응성을 위한 측정

적응성은 서비스 사용자들이 자신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

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며, 두 개의 메

트릭으로 계산된다; CoV와 CoA. CoV는 두 개의 변수를 사

용하여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변점들의 수를 기준으로 적응

성을 평가한다. Number of Variation Points Supported는

값을 설정하여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의 수

를 집계하여 측정한다. Total Number of Potential

Variation Points를 얻기는 어렵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서비

스 사용자가 서비스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기능

을 포함한 도메인 분석 보고서와 디자인 명세서로부터 값을

얻는다. 예를 들면 G 맵은 서비스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방

식을 통해 지도의 유형과 마커의 종류, 지도의 확대 및 축

소 등을 설정할 수 있다. 값은 실행 시에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선호도로 저장되며,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에 복원된다. 따라서 G 맵 에서 제공되는 몇 가변점들을 판

단할 수 있다.

따라서 <표 3>에서와 같이, 3개의 CoV 값을 얻었다; G

맵은 0.833, N 맵은 0.667, D 맵은 0.75.

CoA는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가변점을 위한 가변치의

수를 기준으로 적응성을 평가한다. Number of Variants

supported in VP i는 특정 VP i에 대한 모든 옵션을 집계하

여 얻는다. 예를 들면, G 맵은 뷰 타입의 가변점 설정을 위

한 두 가지 뷰를 제공한다; 맵 뷰와 위성 뷰 즉, 가변치의

수는 2이다. 그리고 Total Number of Potential Variation

Points는 VP i에서 잠재적인 가변치의 전체 수는 디자인 명

세서를 통해 얻는다.

따라서 <표 4>에서와 같이, 3개의 CoA 값을 얻었다; G

맵은 0.71, N 맵은 0.5, D 맵은 0.75.

CoV와 CoA의 값을 통해, <표 5>에서와 같이 가중치를

적용하여 적응성을 측정한다. 가중치는 품질평가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가중치의 합은 1이 되어야 한

다. 가변점 없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CoV

가 CoA보다 적응성을 측정하는데 더 영향력이 있다고 결론

을 내렸다. 따라서 CoV의 가중치를 0.7, CoA의 가중치를

0.3으로 할당 하였다.

이 값들을 해석하면, G 맵은 비교적 다른 서비스들보다

서비스 사용자의 특정 요구사항을 커스터마이즈 하는데 더

효과적이였다.

6.4 조립성을 위한 측정

조립성은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함께 효과적으로 조립

되는 능력정도를 측정하며 두 개의 메트릭으로 계산된다;

MoS와 IoS. MoS는 두 개의 변수로 서비스의 독립성을 평

가한다. Number of Elements with External Dependency는

성공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서비스와 상호작용을 하

는 오퍼레이션의 수를 집계하여 측정한다. 이 정보는 서비

스 디스크립션과 제약의 한 형태인 다른 디스크립션에서 명

시된다. 그리고 Total Number of Elements는 서비스 디스

크립션의 모든 오퍼레이션을 집계하여 얻는다.

따라서 <표 6>에서와 같이, 3개의 MoS 값을 얻었다; G

맵은 0.778, N 맵은 0.8, D 맵은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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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 분모 G 맵 N 맵 D 맵

Number of Elements with
External Dependency

2 1 1

Total Number of Elements 9 5 6

Total 0.778 0.8 0.83

<표 6> MoS의 측정 결과

분자 & 분모 G 맵 N 맵 D 맵

Number of Dependent Services
with Acceptable Interaction

48 35 42

Total Number of Dependent
Services in Participating BPs

53 42 47

Total 0.91 0.83 0.89

<표 7> IoS의 측정 결과

G 맵 (0.25 Í 0.778) + (0.75 Í 0.91) 0.877

N 맵 (0.25 Í 0.8) + (0.75 Í 0.83) 0.823

D 맵 (0.25 Í 0.83) + (0.75 Í 0.89) 0.875

<표 8> 조립성의 측정 결과

품질속성
결과 값

가중치
G 맵 N 맵 D 맵

이해성 0.833 0.667 0.75 0.25

홍보성 0.91 0.828 0.87 0.25

적응성 0.796 0.616 0.705 0.25

조립성 0.743 0.6 0.667 0.25

재사용성 0.82 0.677 0.748 -

비율 82% 67.7% 74.8% -

<표 9> 맵 서비스 재사용성을 위한 측정 결과
IoS는 허용할 수 있는 QoS와 다른 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려하여 상호운영의 정도를 평가하며

두 개의 변수를 통해 계산된다.

Number of Dependent Services with Acceptable

Interaction의 값은 각 서비스 호출에 대한 QoS(즉, 서비스

정보와 시간을 수신하는 시간에 대한 결과를 반환)를 유지

한 이전 데이터를 활용하여 얻는다. 이러한 데이터와 함께,

허용할 수 있는 QoS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서비스의 수

를 유도할 수 있다. Total Number of Dependent Services

in Participating BPs는 첫 번째로 서비스가 참여된 비즈니

스 프로세스의 리스트를 알아내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의존적인 서비스의 수를 집계하여 측정한다.

따라서 <표 7>에서와 같이, 3개의 IoS 값을 얻었다; G

맵은 0.91, N 맵은 0.83, D 맵은 0.89.

MoS와 IoS의 값을 통해, <표 8>에서와 같이 가중치를

적용하여 조립성을 측정한다. 가중치는 품질평가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가중치의 합은 1이 되어야 한

다. 맵 서비스는 경로를 탐색하거나 주소를 가져오는 상당

히 응집력 있는 기능성들을 제공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IoS

가 MoS보다 조립성을 측정하는데 더 영향력이 있다고 결론

을 내렸다. 따라서, MoS의 가중치를 0.25, IoS의 가중치를

0.75로 할당 하였다.

이 값들을 해석하면, G 맵, N 맵, D 맵은 비슷한 조립성

의 값을 가진다. 즉, 유사한 노력으로 다른 서비스와 함께

통합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6.5 재사용성을 위한 측정

위의 계산된 4가지의 품질속성의 값을 결합하여 세 개의

맵 서비스들의 재사용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각 품질속성을

위한 가중치를 결정해야 한다. 맵 서비스의 특성과 본 논문

의 사례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모두 똑같이 4가지의 품질

속성에 0.25씩 할당한다.

따라서, <표 9>에서와 같이 3개의 맵 서비스를 위한 재

사용성의 값을 얻었다.

<표 9>의 결과값들을 해석하면, G맵 서비스는 다른 서비

스들 보다 재사용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즉, G 맵 서비스는

높은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서비스 디스크립션에서 많은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속성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고, G맵 서비스가 잘 발견될

수 있도록 신택틱, 시맨틱 정보기술이 서비스 명세서에 잘

반영되어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도메인 분석 보고

서와 디자인 명세서 그리고 다른 서비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의 정보 등이 다른 두 개의 맵 서비스들보

다 상세히 제공되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트릭에 잘 반영

되었다.

7. 재사용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본 장에서는 5장에서 정의된 품질메트릭을 기반으로 사례

연구의 품질 결과를 품질평가자의 판단에 의해 적용될 재사

용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7.1 이해성 향상

사용자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만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기능

을 이해하므로,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서비스의 기능을 효과

적으로 명세해야 사용자의 이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서비스의 신택틱한 정보만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기능을 정

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서비스의 기능성

정보를 신택틱한 측면 외에 시맨틱한 정보도 포함해야 서비

스의 이해성이 향상될 수 있다.

∙WSDL 혹은 RESTful 기반의 신택틱한 정보향상

서비스의 신택틱한 측면을 잘 정의하기 위해 서비스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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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Java 코드와 WSDL간의 매핑

출방법이 잘 정의되어야 한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서비스

호출 방법은 WSDL과 RESTful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WSDL의 경우 요소들 중에서 ‘types’는 교환 메시지에 대한

설명과 이때,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이 잘 정의 되어 있지

않거나 설명이 부족하다면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만 이용하는

사용자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types’부분에서 메시지의

설명과 데이터 형식이 잘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message’

는 메시지가 어떤 시스템에서 정의되고 관련이 있는지를 논

리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portType’는 오

퍼레이션의 집합이기 때문에 각 오퍼레이션들의 입�출력

메시지가 어떠한 형태로 참조되는지 정의되어야 한다.

‘binding’은 앞서 정의된 ‘portType’에 정의된 메시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프로토콜과 데이터형식이 잘 명세되어

야 한다.

또한 도구를 이용하여 Java 코드를 WSDL로 맵핑 할 수

있다. 대부분 Java 유형은 직접 표준 XML 유형으로 매핑된

다. 다음 (그림 4)는 Java코드를 WSDL의 ‘types’의 부분과

매핑하는 내용이다. 표준 XML 유형으로 직접 매핑될 수 없

는 Java 유형은 wsdl:types 섹션에서 생성되고, Java Bean

패턴과 일치하는 Java 클래스는 xsd:complexType으로 매핑

된다.

다음은 RESTful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 RESTful는 리소스 중심의 표현, 전달, 접근 방식의 특성

으로 인해 4가지의 기본원칙을 잘 준수해야 서비스의 신택

틱한 정보가 향상될 수 있다. 4가지의 기본 원칙은 리소스

의 구별, Representation을 통한 리소스 조작, 서술적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상태에 대한 엔진 하이퍼미디어다. 이 4가지

원칙 중 서비스이 이해성과 관련이 있는 항목은 서술적 메

시지 이다. 서비스 사용자들을 위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파서

를 불러야 하는지 모를 경우, MIME type 과 같은 인터넷

미디어 타입의 사용을 들 수 있다. 미디어 타입만 가지고도,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그 내용을 처리해야할 지 알 수 있어

야 한다. 즉,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그 내용까지 살펴봐야

한다면, 그 메시지는 서술적이 아니다. ‘application/xml’ 미

디어 타입의 경우 코드 다운로드가 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할지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OWL-S 기반의 시맨틱한 정보향상

대부분의 서비스는 시맨틱한 정보를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기술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WL-S을 이용하여

시맨틱한 정보를 기술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안한

다. OWL-S는 온톨로지는 서비스 개요를 기술하는 서비스

프로파일(Profile)과 서비스 실행과 연관된 프로세스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세스 모델, 그리고 서비스 매핑과 관련된 서비

스 그라운딩(Grounding)등 3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프로파일은 기능적 명세 즉, IOPE(Inputs, Outputs,

Preconditions, Effects)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

공자는 서비스의 시맨틱 정보을 기술을 하기 위해 서비스

서비스에 의해 요구되는 입력, 생성되는 출력에 대한 정보,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조건과 서비스 실행에 의한 효과등을

기술해야 하며, 또한 비 기능적 명세는 서비스 이름,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서비스 제공자가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

다. 프로세스 모델은 서비스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프로세스 단위에서 서비스 조합을 위한 정보를 기술하는

것으로 다른 서비스와의 조합과 실행과정 등을 제공자가 상

세히 기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라운딩은 WSDL과 매핑

정보를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그라운딩 정보를

통해 통신 프로토콜, 사용포트, 메시지 형식 등 컴퓨터 프로

그램이나 에이전트가 실제 해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서비스 사용자는 이를 구체화하여 기술해야 한다.

7.2 홍보성 향상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등록된 서비스는 서비스 저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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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신택틱 / 시맨틱 서비스 명세서 기반의 UDDI 핵심요소

기술

(그림 6)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해야 하는 활동

등록되며 등록된 서비스들은 서비스 발견을 위해 공개된다.

등록된 서비스들이 잘 검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여 홍보성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UDDI을 통

해 서비스가 잘 검색 되도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UDDI의 핵심요소들 중에서 Business Entity는 Business

객체에 대한 이름, 설명, URL, 식별 및 분류를 위한 정보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Business Service는 Business 객

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논리 정보가 명확하고 이해하

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tModel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통신 프로토콜, 메시지 형식, 서비스 이용 규칙등과 같은 기

술 표준들이 잘 작성되어야 한다.

(그림 5)는 서비스가 잘 발견될 수 있도록 신택틱과 시맨

틱 서비스 명세서를 기반으로 UDDI 핵심요소를 기술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림 5)을 통해, UDDI의 Business Entity에서 서비스 이

름, 설명, URL, 식별 및 분류를 위한 정보가 정확하게 작성

되기 위해 시맨틱적으로 기능적 명세는 IOPE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비 기능적 명세는 서비스 이름, 서비스 제공자 정

보 등을 기술하며, 신택틱적으로는 교환될 메시지에 대한

설명과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을 서비스 제공자가 정확하게

기술한다.

UDDI의 Business Service에서 서비스에 대한 논리정보를

명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신맨틱적으로 프로세스 단위의 서

비스 조합을 위한 정보와 다른 서비스와의 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신택틱적으로는 메시지가 어떤 시스템에

서 정의되고 관련되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제공자가 기술

한다.

UDDI의 tModel에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통신 프로토

콜, 메시지 형식, 서비스 이용 규칙등과 같은 기술 표준들을

작성하기 위해서, 시맨틱적으로 서비스 그라운딩 정보를 통

해 통신 프로토콜, 사용포트, 메시지 형식 등 프로그램이나

에이전트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하고, 신

택틱적으로는 메시지가 어떤 시스템에서 정의되어 있는지,

각 오퍼레이션의 입�출력 메시지를 참조할 수 있게 하고,

메시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토콜과 데이터 형식을 서비스

사용자가 기술한다.

7.3 적응성 향상

서비스는 블랙박스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서비스 사용

자들이 잠재적인 가변점의 존재 여부를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비스 명세서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

공자가 C&V 분석을 통해 서비스 가변성을 잘 제공해야 서

비스 사용자가 이를 통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

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해야 하는 활

동과 서비스 사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해야 하는 활동

적응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해야 하는 활동

은 (그림 6)과 같다.

활동 1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도메인을 고려하여 잠재적 요구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잠재

적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구사항들을 고려

하여 가변성을 분석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활동 2에서 가변

성을 분석하는 지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클라우드 서

비스에서 발생가능 한 가변점의 종류들을 식별한다. 가변점

의 종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워크플로우, 서비

스 컴포지션 등이 있다. 활동 3은 가변성을 서비스 컴포넌

트에 반영하여 설계를 한다. 활동 4는 open 가변성을 위해

각 가변점에 대한 plugin 기법을 적용하는 지침등을 작성한

다. 마지막으로 활동 5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컴포

넌트에 반영된 가변성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명세서에 관련된 오퍼레이션을 추가 및 반영하는 지침등을

작성한다. 지침 기술에는 WSDL에서 가변성과 관련된

‘Required Interface를 기술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등을 기

술할 수 있다.

∙서비스 사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활동

서비스를 선택할 때, 서비스 사용자들은 서비스 명세서만

을 참고하여 그 서비스의 적응 가능성을 결정한다. 즉 서비

스 인터페이스 불일치는 서비스 명세서로부터 도출되는 것

을 암시한다. 따라서 서비스 명세서에 명시된 요소 항목을

기반으로 인터페이스 불일치, 기능성 불일치, QoS 불일치를

통해 서비스의 적응 가능성을 판단한다. 적응성 향상을 위

해 서비스 사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활동은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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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비스 사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활동

(그림 8) 서비스 기능 불일치가 가능한 경우

서비스 사용자는 인터페이스 불일치를 판단하기 위해 다

음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불일치는

SVCj의 오퍼레이션 시그니처(Signature)가 FEAi에서 기대

하는 시그니처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일

반적으로 서비스는 블랙박스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미

발행된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수정할 수 없다. FEAi에서 기

대하는 인터페이스의 수정이 불가능한 유형이다. 예를 들어,

만약 FEAi가 표준화된 API를 채택한다면 그것의 인터페이

스는 수정되지 않는다. 이것이 인터페이스의 정적 어댑테이

션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

로 서비스 사용자는 적응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FEA

= Feature, SVC = Service)

서비스 사용자는 기능성 불일치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내

용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능성 불일치는 Fn(SVCj)

와 Fn(FEAi)의 기능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다. 여기서

Fn(SVCj)와 Fn(FEAi)는 각각 SVCj 와FEAi에서 제공하는

기능성을 나타낸다.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인터페이스의 형태와 일치하더라도 기대하는 기능성

과 서비스의 기능성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그림 8)은 두 기능성을 비교할 때 가능한 네 가지 경우를

보여준다.

(그림 8)에서 A)유형은 Fn(SVCj)와 Fn(FEAi)가 완전 일

치하여 SVCj가 어떠한 어댑테이션 없이 사용 가능한 것이

다. B)유형은 Fn(SVCj)가 FEAi에서 요구하지 않는 추가적

인 기능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서비스

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기능성이 성능 상의 부작용을 도출할

수 있다. C)유형은 Fn(SVCj)가 Fn(FEAi)의 일부분을 제공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족한 경우이다. D)유형은 Fn(SVCj)와

Fn(FEAi)가 완전히 중복되지 않고 일정 부분만 일치하는

경우이다. 즉, B)와 C)유형을 통합한 경우이다. 기능성 불일

치는 B), C), D) 유형에서 발생한다. 기능성 불일치는 인터

페이스 불일치가 발생할 때 자주 발생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서비스 오퍼레이션과 같은 같이 기능성 모

듈이 입력 매개변수를 통해 지원되는 데이터와 값을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개변수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불일치는

기능성 불일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위 내용을 기반

으로 서비스 사용자는 적응 가능성을 판단 할 수 있다.

서비스 사용자는 QoS 불일치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내용

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 SVCj의 SLA에 명시된 서비스

품질이 FEAi에서 기대한 서비스 품질 수준을 완전히 만족

하지 못하는 문제 상황을 나타낸다. SVCj의 인터페이스와

기능성이 FEAi에서 기대하는 것과 일치하더라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값의 서비스 품질 속성은 QoS 불일치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서비스 사용자

는 적응 가능성을 판단 할 수 있다.

7.4 조립성 향상

조립성을 향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효과

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 즉 모듈성과 인터페이스 관점의

지침이다. 조립성의 메트릭을 보면, 분자에 해당되는 외부

항목들과의 의존도가 주된 요소로 작용한다. 즉, 높은 모듈

성을 가지는 서비스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포함되

어 사용될 경우, 주변 모듈과의 의존도가 낮으므로 결과적

으로 관련 서비스들과의 연결하여 필요한 비지니스 프로세

스로 효과적으로 통합된다.

모듈화는 시스템의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지침으

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 왔다. 즉, 복잡한 시스템을 더

작고 덜 복잡한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원칙적인 방법으

로 이 서브 시스템들을 다시 결합함으로써, 시스템의 유연

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시스템의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개발 시간을 단축한다. 모듈을 설

계하여 시스템의 복잡한 설계 결정들이나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결정을 설계하는 것을 외부에 숨길 수 있다. 따라서,

각 서비스를 설계 시, 그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성의 응집

도(Cohesion)이 높도록 설계하고, 주변 서비스들과의 의존도

(Coupling)을 낮도록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서비스

가 잘 정의된 하나의 기능성을 제공하도록 기능 범주를 설

정하여야 한다. 한 서비스가 복수개의 기능군을 제공한다면

너무 큰 서비스 단위가 되어 재사용성과 조립성을 낮추게

된다. 또한, 한 기능을 복수개의 서비스들이 연동되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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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릭 측정 구성단위

CoS
분모 가변치

분자 가변점

AoS
분모 가변치

분자 가변점

CoV
분모 가변치

분자 가변점

CoA
분모 가변치

분자 가변점

MoS
분모 가변치

분자 가변점

IoS
분모 가변치

분자 가변점

<표 10> 각 메트릭에서 사용된 구성단위

한다면, 해당되는 여러 서비스들을 통합하고 이들간의 실시

간 메시지 교환의 부하들으로 조립성이 낮게 된다.

두 번째 지침은 인터페이스의 적절성(Appropriateness)을

들 수 있다. 서비스는 잠재적으로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범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되는 방식을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교환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여러 어플리케이션들간의 인터페이스 공통성과 가변성 분석

을 통하여 공통된 인터페이스 항목을 수정되지 않도록 고정

적으로 설계하고, 가변적인 인터페이스 항목은 다시 가변점

과 각 가변점 별 가변치를 반영하여 어플리케이션 별로 필

요한 인터페이스로 특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구글의 맵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맵 어

플리케이션들이 요구하는 조금씩 다른 인터페이스를 모두 지

원하기 위해서, 공통된 맵 기능에 해당되는 서비스 인터페이

스는 고정하고, 가변적인 부분은 추상클래스, 템플릿클래스,

객체 대치성의 장치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별로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의 맵 어플리케이션에서 불일치의 문제없이 서비스 형태 즉

Mashup 형태로 조립되어 사용하는데 효과적이다.

8. 이론적 분석과 품질모델 평가

본 장에서는 메트릭들을 검증하기 위해 Kitchenham[17]

의 접근방식에 따라 이론적 분석을 수행하고, 올바른 메트

릭 평가를 위해 4개의 기준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이론적

분석은 명확하게 정의된 기준과 관련하여 검증된 측정방식

을 제공한다. 또한 IEEE Std. 1061와 Ejiogu의 연구를 통해

4개의 기준을 도출하여 제안된 품질모델을 측정한다.

8.1 이론적 분석(Theoretical Analysis)

Kitchenham의 접근방식의 메트릭 분류에 따르면, 본 논

문에서 제시한 메트릭의 값을 직접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메트릭을 사용한다.

속성의 유효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3장에

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제시하였다;

공통성, 인터넷을 통합 접속,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 사용에

대한 비용지불, 가벼운 클라이언트 모델, 높은 가용성, 높은

확장성 등의 특성으로부터 관찰된 품질속성을 도출되었다;

만약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높은 특성을 제시한다면,

특성의 높은 수준은 품질속성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관련 품질속성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품질속

성의 높은 가치와 관련된 특성을 지원하는데 높은 수준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면, 만약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높은

수준의 가용성을 제시한다면, 관련된 속성인 적응성과 조립

성에 높은 가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속

성은 Kichenham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유효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구성단위 유효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위

에서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각 속성은 클라우스 서비스로

부터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서,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

된 메트릭은 클라우스 서비스의 특징으로부터 제시된다. 그

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유도된 특성을 구성단위로 대신한

다. 따라서 메트릭은 측정되는 속성의 구성단위를 사용한다.

<표 10>에서처럼, 각 메트릭에서 사용된 구성단위를 요약하

였다. 예를 들면, 구성단위인 ‘Number of Variants

Supported in VP i’는 다양성의 풍부함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적응성을 명세하기 위한 대

표적인 구성단위는 가변점이다. 그러므로, 구성단위 ‘가변점’

측정은 다양성의 풍부함을 측정하기 위해 적합한 구성단위

이다. 요약하면, 각 메트릭에서 사용되는 구성단위 측정은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

에서는 재사용 모델에서 사용된 모든 경우의 구성단위가 유

효하다고 주장한다.

8.2 평가

제시한 재사용성 평가 모델의 유용성을 검토한다. 본 논

문에서 제시한 4개의 메트릭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Ejiogu[18]의 연구와 IEEE Std. 1061[19] 을 통해서 유도

된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Ejiogu은 효과적인 소프트

웨어 메트릭이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속성의 집합들을 정

의하였다. IEEE Std 1061은 메트릭 검증을 위해 6개의 유

효한 기준을 정의하였다. (그림 9)에서, Ejiougu의 연구와

IEEE Std. 1061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메트릭 평가를 위

해 기준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IEEE 1061에서 3가지의 기준인 연관성(Correlation), 일관성

(Consistency). 구별능력(Discriminative Power)을 채택했다.

나머지 3가지의 기준(Tracking, Predictability, and

Reliability)을 포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사용성 모델은

개발이 완료되어야만 적용가능하다. 그러므로, 서비스 품질

의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없다. IEEE Std 1061에서 기준 예

측은 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변수로서 시간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 클라우드 서비스와는 관련없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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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메트릭을 평가하는 기준 유도

따라서 각 정의된 기준과 각 기준을 제시된 재사용성 품질

모델에 적용한다.

실용성과 계산성(Practical and Computable)의 기준은 제

안된 메트릭이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는지와 계산은

오디네이트(Ordinate) 노력이나 시간에 요구해서는 안된다.

평가결과와 근거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4가지 메트릭은 각

메트릭에서 사용되어 측정되는 계산기법은 실제 적용할 수

있다.

설득력(Persuasiveness)의 기준은 메트릭은 제품 속성에

대한 엔지니어의 직관적인 개념을 고려해서 만족해야 할 품

질속성과 메트릭 사이에서 명확한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평가결과와 근거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4가지 메트릭은 고

객의 직관적인 개념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품질속성

의 관계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으로부터 유도된 메트릭

이다.

명료성(Unambiguity)의 기준은 메트릭 결과는 모호한 결

과를 얻을 수 없다. 결과를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메트릭

값의 범위를 최대 및 최소의 값으로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

평가결과와 근거는 제안된 메트릭의 결과는 명확하고 모호

하지 않다. 5장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각 메트릭은 0...1의

가능한 값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구성단위 사용에 일관성(Consistent in the use of units

to compute)의 기준은 메트릭의 수학적 계산은 단위의 특별

한 조합으로 측정을 위해 구성단위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평가결과와 근거는 측정에 사용되는 단위는 일관성이 있다.

각 메트릭의 측정 계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 10>과 같

이 가변치와 가변점을 실용적인 단위로 사용하였다.

9. 결 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

션들 중에서 재사용 특징과 공통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개

발하고 등록하며, 서비스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서비스를 찾거나 재사용한다. 따라서 재사용성은 클라우

드 서비스의 중요한 본질적인 특성이다. 서비스의 재사용성

이 높으면 투자대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재사용성 평가 모델을 제

안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에서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을 식별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프로세스로부터 4가지의 품질속성을 도출하였다;

이해성은 서비스 사용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서비스 기

능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홍보성은 서비스 사용

자가 얼마나 쉽게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적응성은 큰 어려움 없이 서비스 사용자가 얼마나 효율적으

로 서비스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조립

성은 비스니스 프로세스에서 다른 서비스와 얼마 쉽게 결합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품질속성을 기반으로 4가지의 품

질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메트릭을 정량적으로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3가지의 맵 서비스를 재사용성 평가에 적용

하여 사례연구의 결과를 보였다. 제안된 평가 모델은 클라

우드 서비스 품질평가에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정량적

인 방법으로 재사용성 향상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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