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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재사용성 향상을 위한 PaaS 기반 클라우드 컴포넌트 

통합 연구

김철진1*
1인하공업전문대학 컴퓨터시스템과

A Integration Research of Cloud Component based on PaaS for 

Enhancing Software Reusability 

Chul-Jin Kim1*

1Dept. of Computer Systems and Engineering, Inha Technical College

요  약  본 논문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개발 재사용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PaaS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PaaS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발 측면에서 제공될 수 있는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기존의 
개발 도구나 관리 도구 서비스의 수준을 넘어서 재사용 프레임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재사용 프레임워크 서
비스는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개발의 재사용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will provide the cloud service based on PaaS that can enhance reusability of development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The cloud service based on PaaS is the cloud service of platform in the 
side of development, which provide the reusable framework service that is beyond the existing development tool 
or management tool service. This reusable framework service will be enhanced reusability using a variety of 
distribut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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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주요현안은 스토리지 
기반의 데이터 공유 서비스로 국한된다는 것과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정성에 대한 이슈일 것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AT&T, 등의 기
업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대부분 데이
터를 공유하기 서비스가 주류를 이룬다. 물론 인프라 서
비스를 제공하지만, 자체 서비스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이와 같이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 측
면에서 SaaS(Software as a Service) 나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모델 형태의 서비스을 제공하고 있으나, 
PaaS(Platform as a Service) 모델 형태의 서비스 제공은 

미약한 상황이다[1,2,3]. 개발자에게 제공되는 PaaS 형태
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어플
리케이션 배치, 실행,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 생산성 
측면에서 개발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PaaS기반 클라
우드 서비스 아키텍쳐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촉박한 개발 일정으로 인해 
업무 요구사항에 집중하며, 향후 재사용성 및 유지보수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4]에서와 
같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 인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업무 요구사항 외에 품
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 서
비스를 제공하므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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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

술과 기존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쳐에 대해 살펴보고, 3
장에서는 재사용 기반 PaaS 클라우드 컴포넌트 구조 및 
개발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제시한 PaaS 기반 
클라우드 개발 플랫폼 컴포넌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한다.

2. 관련 연구

2.1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은 컴퓨팅 자원의 공유, 다양한 서비
스의 연동,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컴퓨팅 체계라고 할 수 있다[5]. 가상 공간
에서 모든 정보들이 공유되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프
라 환경 등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활용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통제와 관리, 검색, 조정이 혁신적인 수준으로 발
전할 수 있게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기술은 Table 1과 같이 대규모 
정보 인프라의 필요성과 다양한 서비스 연결, 그리고 사
용자 편의를 위한 제공하기 위한 기술들로 구성된다. 

[Table 1] Core Technology of Cloud Service

Technology Core Technology

Grid Computing Distribution Technology

Utility Computing
Usage Measurement, Billing, 
User Account

Virtualization 
Technology

Resource Pool,
Hypervisor, Virtual I/O,
Partition Mobility

SOA OpenAPI, WebService

SLA Service Level Mgt. 

Security and 
Privacy

Firewall, Intrusion Prevention, 
Access Control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은 분산 환경에서 공유
를 통한 컴퓨팅 유휴자원의 상호 활용을 위한 기술이며, 
유틸리티 컴퓨팅(Utility Computing)은 사용자가 컴퓨터
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기술이다. 가상화 기술은 서버의 수를 빠른 시간에 
확대 배치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므로 컴퓨팅 자원의 구축
과 활용 방식이 보다 새로운 체계로 변형 시킬 수 있다. 
사용자 접근성이 강조된 웹 서비스 기술과 서비스 연계

의 용이성을 위한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공
급자와 사용자 간의 질적 보장을 위한 SLA(Service Level 
Agreement) 등이 체계를 이루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미국 국립기술표준원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Technology)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에 
대해 Fig. 1에서와 같이 5가지의 핵심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istics)과 4가지 배치 모델(Deployment Model), 
그리고 3가지 서비스 모델(Service Model)로 정의하고 있
다[6].

[Fig. 1] Features of Cloud Service(NIST)

서비스 모델에서 SaaS는 기업이나 다수의 개인 사용
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온라인 검색 서비
스, 지도 서비스, 블로그, 위키, 웹 메일 등이 있다. PaaS
는 개발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이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어플
리케이션 배치, 실행,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모델 중에 Paa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IaaS는 컴퓨팅 자원을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컴퓨
팅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제공
하는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가상화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
한 자원을 자동 계측하여 과금하는 유틸리티 컴퓨팅 방
식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치 모델에서 Private Cloud는 기관이나 기업 내부의 
제한된 사용자만을 위하여 구축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말하며, Public Cloud는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Community Cloud는 특정 
사용자만의 접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며, 
Hybrid Cloud는 2가지 이상의 배치모델을 조합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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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쳐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계층적 아키
텍쳐는 Fig. 2와 같다. 

클라우드 인프라 계층에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 가상화 기술의 대상이된다. 분산 컴퓨팅에서는 독립적
인 파일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단일 시스템으로 인
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대용량 데이터들에 대한 
빠른 처리 속도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구글이 제공하는 
Hadoop[7]가 대표적인 기술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자원 관리는 이용자들에게 SLA 기반의 사용자 가상 컴
퓨팅 환경을 제공하고, 제공된 가상 시스템을 모니터링하
며, 사용자 서비스별 자원 활용도에 따라 동적 자원 할당 
및 동적 스케쥴링을 제공해 준다. 

[Fig. 2] Cloud Computing Architecture

클라우드 플랫폼 계층에서는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컴
퓨팅에 사용자 고유의 응용 또는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인
터프리터 환경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들과 서
비스들의 API를 제공한다. 또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자
원 유틸리티(과금), 사용자 인증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는 주요기능은 백업기능, 
동기화 기능, 자원 관리 기능, 서비스 주문 기능, 인증 기
능을 제공한다. 백업 기능은 사용자의 문서,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모든 정보 자원들을 저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 
디바이스에 복원해야 할 때, 사용자의 과거 정보 자원을 
복원할 수 있다. 동기화 기능은 사용자의 데이터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해당 데이터를 접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원 관리 기능은 개발 사용자의 
가상 컴퓨팅 자원을 모니터링하며, 고가용성을 보장해 준
다. 서비스 주문 기능은 클라이언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용이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
용자 인증 기능은 사용자 인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도
록 한다.

2.3 PaaS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Google App Engine[8]은 PaaS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로서 2008년부터 Google 인프라 상에서 사용자가 웹 서
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API를 서비스하고 있다. 

∙Python Runtime API :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되는 
Python 환경 제공(CGI, Sandbox, caching, logging)
∙Data Repository API : 확장 가능한 데이터저장소 및 
효율적인 사용 방법 제공
∙Image API : 이미지 데이터 조작 서비스 제공
∙Mail API : 응용프로그램으로 이메일 전송 기능 제공
∙Memcache API :  분산 메모리 캐시
∙URL loading API : 응용프로그램에서 다른 인터넷 
호스트에 접근 기능 제공
∙User API : 사용자 응용프로그램을 Google 계정과 
통합하기 위한 기능 제공 

VANADIS SaaS Platoform[9]은 NTT 그룹(NTT Data)
에서 제공하는 PaaS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환경 클라우
드 서비스로서 개발 및 운영환경, 금융기관 결제제휴, 싱
글사인온 등의 개발 API를 서비스 한다. Fig. 3에서 NTT
는 Open API를 활용하여 SaaS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
발할 수 있다. 인증, 파일관리, 백업 등의 기능을 제공하
여 개발자는 개발 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 없이 클라우
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Cloud Center[10]는 Fig. 4에서와 같이 PaaS와 IaaS 를 
동시에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서비스로서 개발자 
자신의 개발 요구사항에 맞추어 CPU, RAM, HDD 등 하
드웨어 시스템 및 OS를 포함하여 OS Type,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Cloud Center에서는 
Uploader를 이용하여 기존에 개발된 웹 스크립트 소스를 
특정 구조에 맞추어 개발 후 Zip 형태의 압축 파일로 전
송하면 Cloud Center는 IaaS 환경의 PaaS 플랫폼에 업로
드 하여 가상의 클라우드 머신에서 바로 웹 어플리케이
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Cloud Center 연구는 단순 
개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재
사용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와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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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TT Cloud Service

[Fig. 4] Cloud Center Architecture

3. 재사용 기반 PaaS 클라우드 컴포넌트

재사용을 위한 PaaS 기반 클라우드 컴포넌트의 구조
와 설정 서비스 및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를 제시한다.

3.1 재사용 PaaS 클라우드 컴포넌트 구조

재사용 PaaS 클라우드 컴포넌트는 개발을 위한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개발 플랫폼 및 개발 클라우드 서
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Fig. 5에서와 같이 개발 플랫폼
(Platform)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관리자(Platform Manager), 그리고 플랫폼을 개발자 환경
에 설치하기 위한 배포자(Deployer), 그리고 가변적인 부
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제이션 프레임워크
(Customization Framework)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플랫폼 서비스 API, 설정 서비스 API,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 API를 제공하여 컴포넌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Fig. 5] Layer Architecture of Reusable PaaS Cloud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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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에서와 같이 개발 플랫폼을 중심으로 플랫폼 관
리자와 플랫폼 배포자, 그리고 커스터마이제이션 프레임
워크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Fig. 6] Factors of Reusable PaaS Cloud Component

개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커스터마이제이
션 서비스와 설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클래스 다이
어그램은 Fig. 7과 같다.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와 설
정 서비스는 모두 ‘CustomizationFramework’ 클래스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설정한 후에 변경할 수 있다. 
‘VariabilityManager' 클래스는 설정 시 클래스 정보와 함
수 정보를 설정하거나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MetaInfoManager' 클래스는 설정된 클래스 정보와 함수 
정보를 메타 정보로 저장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저장된 서비스들은 ’ClassRunner' 클래스를 통해 
호출되어 실행될 수 있다. 

[Fig. 7] Class Diagram of Customization Service and 

Configuration Service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와 설정 서비스는 개발 자 환
경에 제공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패키징(Packaging)되어 
서비스 되어야 한다. Fig. 8에서와 같이 'PlatformManager' 
클래스는 플랫폼을 생성하여 배포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
공한다. 이때 배포는 각 웹 서버에서 제공하는 배포 방식
을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파치 톰켓(Apach 
Tomcat) 웹 서버의 배포 도구를 활용한다. 

설정 서비스와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는 RESTful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한다. 

[Fig. 8] Class Diagram for Platform Deployment Service

설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PI는 Fig. 9에서와 같
이 정의한다. 설정 서비스명은 ‘ConfigurationService'이
며, 서블릿으로 정의한다.서비스 홈 폴더인 ‘PlatformA'는 
개발 플랫폼 명이 된다. 플랫폼 명은 배포시 생성해야 하
며 배포 파일도 동일하게 정의한다. 전달되는 데이터는 
가변성 식별자('VAR_ID'), 변경하고자 하는 클래스 명
(‘CLASS’), 그리고 함수명('METHOD')으로 구성된다. 

[Fig. 9] Configuration Service API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 API는 Fig. 10과 같이 정의
한다.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명은 ‘CustomizationService'
이며, 전달되는 데이터는 서비스 받고자 하는 클래스명
(’CLASS‘), 함수명(’METHOD‘), 입력 데이터(’PARAM‘), 
가변성 식별자(’VAR_ID‘)로 구성된다. 

설정 서비스와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의 차이는 운
영하기 위한 서비스를 정의하는 것이 설정 서비스이며, 
정의된 서비스를 가변성 식별자를 지정하여 변경하는 것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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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ustomization Service API

플랫폼 서비스 API는 Fig. 11과 같이 정의한다. 플랫
폼을 정의하여 패키징된 플랫폼을 배포할 수 있다. 서비
스명은 ‘PlatformService' 이며, 전달되는 데이터는 접근 
정보('ID', 'PW')와 플랫폼 명(’PlatformName‘)으로 구성된
다. 각 개발자 마다 유일한 플랫폼 명을 정의하여 개발자 
환경에 배포하여 설치 후 이용할 수 있다. 

플랫폼 서비스 API에서 정의된 플랫폼 명이 설정 서
비스(Fig. 9)나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Fig. 10)를 호출
할 때 사용되는 폴더명이다.

[Fig. 11] Platform Service API

3.2 PaaS 클라우드 컴포넌트 개발 프로세스

PaaS 클라우드 컴포넌트 개발 프로세스는 Fig. 12에서
와 같이 재사용 프레임워크 구성한 후 어플리케이션 컴
포넌트가 포함된 개발 플랫폼을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개발 플랫폼을 배포하여 재사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
며,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설정 및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다. 

[Fig. 12] Development Process of PaaS Cloud Component

(1) 재사용 프레임워크 구성

   (Composing Reusable Framework)

PaaS 기반의 개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
레임워크를 구성하여 패키징하는 단계이다. 엔진 클래스 
및 설정 서비스를 위한 UI를 패키징한다. 

(2) 개발 플랫폼 구성

    (Composing Development Platform)

플랫폼 배포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재사용 프레
임워크와 재사용 컴포넌트를 패키징한다. 이 단계에서 패
키징되는 컴포넌트는 재사용될 수 있는 배포 단계의 서
비스 컴포너트이다. 이 컴포넌트는 개발자에 의해 커스터
마이제이션될 수 있다.

(3) 개발 플랫폼 생성 및 배포(Developing and 

Deploying Development Platform)

개발 플랫폼 접근권한과 플랫폼 명을 생성한 후, 생성
된 개발 플랫폼 배포 파일을 배포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
파치 톰켓 웹 서버의 배포 도구를 이용한다.

플랫폼 생성 서비스를 호출하면 Fig. 13과 같이 
‘PlatformManager' 클래스의 'createPlatform()' 함수를 호
출하여 접근 권한를 체크한 후 개발 플랫폼 내의 개발 플
랫폼을 위한 ’CustomizationFramework' 클래스 등의 내부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생성한다. 이때 각 개발자 별로 플
랫폼 객체가 생성된다. 

(4) 재사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Developing Reusable Application)

가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다. 'CustomizationFramework' 클래스를 이용하여 어플리
케이션을 개발한다. 배포된 재사용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커스터마이제이션 API를 이용하여 개발한다. 

(5) 설정 및 커스터마이제이션

    (Configuration and Customization)

배포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설정하거나 서비
스를 호출할 수 있다. 설정 서비스 API와 커스터마이제
이션 API를 이용하여 호출 할 수 있다. 

가변성 설정 서비스는 Fig. 14와 같이 ‘Configuration 
-Service' API를 이용하여 배포된 개발 플랫폼 내의 클래
스를 호출한다. 'CustomizationFramework' 클래스, 
'VariabilityManager' 클래스, ’MetaInfoManager' 클래스는 
설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는 Fig. 15와 같이 
‘CustomizationService' API를 이용하여 배포된 플랫폼 내
의 클래스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변성 ID를 식별
하여 요구하는 서비스를 가변적으로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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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ervice Flow of Platform Creation

[Fig. 14] Service Flow of Variation's Configuration 

[Fig. 15] Service Flow of Custo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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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Developed Application applying Variation

4. 실험 및 평가

사례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PaaS 클라우드 
컴포넌트 구조를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구현하여 서비스
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본 사례 연구는 J2EE 기반의 아파
치 톰켓 웹 서버 기반에서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 재사용 프레임워크 구성

재사용 프레임워크 패키지를 구성하기 위해 Fig. 16과 
같이 엔진 클래스 'paas.cloud.framework.*'와 UI 클래스
(서블릿) 'paas.cloud.ui.*' 를 jar로 패키지하여 'framework.jar'
를 구성한다. 

[Fig. 16] Reusable Framework's Organization

(2) 개발 플랫폼 구성

- 개발 플랫폼 배포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어플리케이
션 컴포넌트 파일은 ‘.../test/WEB-INF/classes' 폴더에 
복사한다.

- 재사용 프레임워크 패키지인 'framework.jar'는 
'.../test/WEB-INF/lib' 폴더에 복사한다. 

- 아파치 톰켓 서버의 설정 정보 파일인 ’web.xml‘에
는 설정 UI를 통해 설정 및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도록 서블릿을 등록 한다. 
- 'web.xml' 파일을 ’.../test/WEB-INF‘ 폴더에 복사한다.
- 플랫폼 배포 파일 'test.war'을 생성한다.  

(3) 개발 플랫폼 생성 및 배포

플랫폼 서비스 API(Fig. 13)를 이용하여 Fig. 17과 같
이 플랫폼 접근 권한(ID, 암호)와 플랫폼 명을 입력하여 
플랫폼을 생성한다. 플랫폼명은 플랫폼 파일명과 동일하
게 생성하여 생성된 폴더로 식별가능하게 한다. 

[Fig. 17] Creation Service of Development Platform

플랫폼의 기본 정보가 생성되면 아파치 톰켓 웹 서버
의 'Web Application Manager' Fig. 18를 이용하여 개발 
플랫폼 패키지인 'test.war'를 배포한다. 배포 파일을 형태
로 폴더가 생성되므로 배포 파일명이 ‘test'가 플랫폼 명
이 된다. 

[Fig. 18] Web Application Manager of Apach Tom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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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사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가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ClassA'
를 개발한다. Fig. 19와 같이 'CustomizationFramework' 
클래스의 'variabilityServiceCall()' 함수를 이용하여 가변
적으로 서비스를 호출한다. 서비스를 호출할 때 가변성 
식별자를 입력하여 서비스가 가변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
록 호출할 수 있다. 

(5) 설정 및 커스터마이제이션 

가변성이 포함된 서비스를 호출하거나 커스터마아제
이션 서비스를 호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호출은 
‘http://../test/hello.jsp’와 같이 플랫폼 명이 포함된 API를 
호출한다. 

Fig. 20에서와 같이 새로운 서비스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가변성 ID와 클래스명 함수명을 입력한 후 서비스
를 호출하면 등록된다. 

[Fig. 20] Configuration Web Service of Variability

Fig. 21에서와 같이 설정 서비스에서 등록한 가변성 
ID을 통해 다른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다. 'ClassC' 클래
스의 입력 데이터가 없는 'method_3' 함수로 설정하여 
'var_id' 가변성 ID를 이용하여 개발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Fig. 21] Customization Web Service(1)

Fig. 22는 'var_id' 가변성 ID에 입력 데이터가 있는 
‘method_3' 함수로 변경한다. 개발자가 'var_id' 가변성 ID
를 사용하여 개발할 경우 최종적으로 변경된 클래스와 
함수가 적용되어 서비스된다. 

[Fig. 22] Customization Web Service(2)

개발자에게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커스터마이제
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Fig. 23
과 같이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환경에서 적용하였다.

[Fig. 23] Customization Mobile Service

개발자에게 웹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설정 
및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발 플
랫폼을 제공하여 기존 컴포넌트가 개발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실험하였다. 

본 사례 연구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PaaS 기반의 
개발 플랫폼 컴포넌트를 구축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개발 플랫폼을 개발자에게 제공하여 커스터마이제이션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P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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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플랫폼 클라우드 컴포넌트가 구현 적합함을 증명하
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PaaS 기반의 개발 플랫폼은 개발 환경을 서비스 하므
로 개발 환경 구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 및 개발 생산성을 
향상 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aaS 기반의 개발 
플랫폼 컴포넌트 구조와 설정 서비스 및 커스터마이제이
션 서비스 API를 제공하여 웹 및 모바일 상에서 서비스 
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PaaS 기반
의 개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개발된 서비스들의 재사
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메트릭을 연구하여 재사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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