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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의 정보시스템은 웹기반 정보시스템이며 이의 개발과 유지보수시에 “웹 위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웹공학 기술 중 웹기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링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웹기반 정보시스템의 내부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폼 클러스터 

링 알고리즘은 웹기반 정보시스템의 다양한 구조모델 중에서 웹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페이지 모델에 초점을 맞춘 

다. 특히, 그래프 형태의 항해구조를 분석이 용이한 계층구조로 분석하기 위해 거리 척도 개념을 응용하고, 부하가 큰 

핵심 기능객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웹 로그분석 기술을 적용한다. 또한, 2단계에 걸친 클러스터링 과정을 통해 재사용 

성을 극대화하고 부하 균형화를 위한 하드웨어 할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웹 소프트웨어 구조를 생성한다. 본 논문에 

서 제시한 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웹기반 정보시스템의 신규 개발 또는 유지보수시에 재사용 가능한 웹 컴포넌트 

개발 및 부하균형화를위한하드웨어 할당시에 적용할수 있다.

Abstract

A web-based information system, that is a dominant type of information systems, suffers from the 
"web crisis" in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the system. To cope with the problem, a technology of 
software clustering to web-based application, which is one of web engineering, is strongly need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Form Clustering Algorithm along with an application example, which are 
used for internal-system reengineering to web-based information system. A Form Clustering Algorithm 
focuses on Page-model which is the feature of the web among the various web-based information 
system's structural model. Specially, we applying distance matrix to navigation model of graph form for 
easily analyzing, and web log analysis for identifying core function object that have a highly loading. 
Also, we create web software structure that can be used to maximize reusability and assign hardware 
effectively through 2-phase clustering step.

Form Clustering Algorithm might be used at web-based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and 
maintenance for reusable web component development and hardware assignment, respectively.

키워드 : WBIS, 웹응용, 클러스터링, 결합도, 응집도, 거리 척도, 웹 로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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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인터넷 사용이 급속도로 활성화되면서 웹은 

비즈니스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었다. 또 

한, 기존의 비즈니스가 斷비즈니스 형태로 변 

화하였고 이를 지원하는 기존의 정보시스템들 

이 웹기반 정보시스템 형태로 이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웹 환경으로의 빠른 변화와는 

달리 웹기반 정보시스템의 분석, 설계 및 구현 

과 유지보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부족 

하여 웹 위기'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 

하고자 90년대 중반부터 웹공학（Web 
Engineering） 기술들이 활발하게 연구 및 개발 

되고 있으며 00년대 말의 소프트웨어위기 발 

생과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의 등장 상황이 30 

년 만에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6〕.

웹기반 정보시스템 （WBIS: Web-based 
Information System）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따라서 B2B, B2C, B2G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특히 , 斷비즈니스 시스템의 성능과 수익성 

은 이를 운영하는 조직에 영향을 미치므로 체 

계적이고 비용一효과적인 웹공학 기술들이 연 

구 및 개발되고 있다〔10, 20, 22〕.

이러한 WBIS은 다양한 요소들（네트워크,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웹기반 응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설계 

및 구현과 유지보수 방법이 필요하다.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웹은 작업의 처 

리방식（예 : 비접속성, 8초 데드라인）이 다르 

며, 작업의 평균 도착율은 큰 의미가 없고 예측 

불가능하다. 특히, 웹 서버의 과부하로 인한 가 

용성 저하문제는 전자상거 래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예컨대, 서버의 과부하로 인한 서비스 처 

리시간의 지연이 발생하면 사용자의 신뢰도가 

저하되며 결국, 수익 및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 기존의 정보시 

스템과는 다른 체계적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방 

법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며, “WBIS의 재 

구성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 

다.

기존의 정보시스템에서는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특정 기능을 확장 또는 변경 

하거나 해당 시스템을 다른 플랫폼에 이주하기 

위하여 재구성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 

지보수（재구성, 수정）를 위해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 분석 작업은 매우 어렵고 시행 범위 및 시 

기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에 비하 

여, WBIS은 유지보수를 위한 요구사항이 매 

우 뚜렷한 시스템이다. 즉, 웹 로그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며, 이 

를 이용해 시스템에 부하를 7］중시키는 서비스 

에 대한 부하균형을 실시한다. 특히, WBIS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웹의 후방 시스템인 내부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재구성 방법 

이 필요하다.

WBIS의 내부시스템 구조는 고객에게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로써 폼페이지）으로 

부터 입력을 받고 처리하여 다시 폼에 그 결과 

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내부시스템 구 

조는 일반적으로 웹 응용으로 구성되며, 특정 

유형의 입력이 요구될 때에만 해당 기능이 제 

공되며 호출된 이벤트들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순서로 각 입력에 대하여 처리가 이루어진다 

〔16〕. 따라서, WBIS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기 

존의 웹 구조분석 기술〔3, 5, 8, 11, 12, 15, 
21, 23, 25〕과 소프트웨어 구조분석 기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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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8, 26〕, 그리고 웹 로그분석 기술 및 소프 

트웨어 클러스터링 기술〔7, 9,13, 17, 19, 24〕 

을 활용할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WBIS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내부시스템 구 

조에 해당하는 응용의 재구성 방법을 제시한 

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는 응용의 구조분석 

방법 , 웹 로그분석을 통한 핵심 사용자 요구분 

석 및 적용 방법, 그리고 실제 내부시스템 재구 

성을 위한 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제시한 

다. 특흐］, 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기존의 소 

프트웨어 클러스터링 연구들(소스코드 수준) 

의 상위 수준(모듈 수준어］서 웹 응용의 구조 

모델을 생성하고, 결합도와 응집도에 기반하여 

새로운 웹 소프트웨어 구조모델을 생성하는 방 

법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폼 클러스터링 알 

고리즘은 WBIS의 개발 및 유지보수시에 재사 

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부하균형 등의 재구성 

시에 하드웨어 할당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써 기존의 

웹 구조분석 방법 및 소프트웨어 구조분석 방 

법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링 기법들을 

조사 및 비교하고, 3장에서는 WBIS의 구조 모 

델 및 재구성 관점의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4 
장에서는 웹 응용의 재구성을 위한 폼 클러스 

터링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5장에서는 해당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의 구조분석 및 재구성 사례를 보이며 , 끝으로 

6장에서 분석과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웹 구조분석 방법

웹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웹을 구성하는 하 

이퍼텍스트(하이퍼미디어)에 대한 계층구조 

분석을 주로 하고 있다.

Botafogo는 개선된 거리 척도(CDM： 

Converted Distance Matrix) 를 이용한 하이 

퍼텍스트 시스템의 구조분석 방법을 제시하였 

다〔23〕. 특히, 하이퍼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하 

기 위해서 뷰와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 척도는 

다시 글로벌 척도와 노드 척도로 구분하였다. 

글로벌 척도는 하이퍼텍스트의 크기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치밀성 (Cp) 
척도와 읽는 순서를 나타내는 계층(St) 척도로 

구분하였다. 노드 척도는 다시 깊이 척도와 불 

균형 척도로 구분하여 웹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Bra는 Botaft)go가 제시한 이론을 응용하여 

연구 실적물 수준의 측정에 사용하였다〔15, 
21］, Bra는 기본적으로 Botafbgo가 제안한 개 

선된 거리 척도를 이용하여 링크 구조의 적합 

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치밀성 척도(Cp)를 

그리고, 사용자의 항해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계층 척도(St)를 적용하였다. 특히 , 연구 실적 

물 측정이라는 특정 도메인을 위하여 인용 척 

도 개념을 확장하여 제안하였다.

Sun은 하이퍼미디어 형태의 코스웨어를 분 

석하기 위한 구조적 분석방법과 항해구조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8〕. 특히, 하이퍼미디어 구 

조 분석을 위하여 Minimum Cut-Set 알고리 

즘과 강결합 컴 포넌트 알고리 즘 및 Cut Vertex 
알고리즘을 제시하였고, 흐｝이퍼미디어 항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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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분석을 위하여 하이퍼 등급과 하이퍼 거리 

개념을 제 안하였다.

B司可는 웹 응용에 대한 공학적 접근을 위하 

여 3차원 모델을 제시하였다〔3〕. 웹 응용은 전 

송 프로토콜로써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실행되는 응용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분류 기 

준으로써 웹 페이지들의 구조 정도와 웹 응용 

의 처리 위치 및 상호 관련된 이벤트에 대한지 

원 정도를 제시하였다. 특히, 측정을 위한 척도 

로써 긴밀성과 인식상의 오버헤드, 그리고 문 

서내 정보의 응집력 및 문서간 정보의 결합도 

등을 이용한 분석방법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Mendes는 하이퍼미디어 응용을 평 

가하기 위한 검증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의하여 기존의 대표적인 웹 척도들〔5, 12, 23, 
25〕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11〕.

2.2 소프트웨어 구조분석 방법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조분석 방법 

은 소프트웨어공학 분야게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컴포넌트들간의 상호의 

존^을 나타내는 결합도와 하나의 컴포넌트 내 

의 내용들이 서로 얼마나 관련성을 갖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응집도 등의 척도를 이용한 구 

조분석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Lethbridge은 대규모 시스템에서의 결합도 

와 응집도 척도에 대한 적용 실험을 수행하였 

다〔26〕. 약 面00개의 파일들로 구성된 정보시 

스템을 서브시스템으로 클러스터링하기 위한 

11가지 기법들（수동 클러스터 생성 기법 3가 

지, 데이터 참조 기반 자동 클러스터 생성 기법 

2가지, 루틴 호출 기반 자동 클러스터 생성 기 

법 2가지, 파일이름 생략/단축 기반 자동 클러 

스터 생성 기법 3가지）에 대하여 일반적인 복 

잡도 척도를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특 

히, 결합도와 응집도에 기준값과 상한값을 적 

용하고 표준화를 수행하여 보다 개선된 척도를 

유도하였다.

Habaih는 산업 시스템의 객체지향 소스（클 

래스）에서의 결합도와 응집도 문제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14〕. 특히, 클래스간 상호작 

용을 분석하기 위한 CBO（Coupling Between 
Object classes） 와 RFC （Response For a 
Class） 척도를 이용하여 결합도와 응집도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기존의 복잡도 척도를 웹에 적용하려는 연구 

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Germonprez는 웹 

복잡도 분석을 위하여 웹 사이트의 복잡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하였으며〔18〕, 웹 

사이트의 복잡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크게 3 
가지 （인식 , 컨텐츠, 폼）로 구분하여 복잡도 측 

정을 위한 기존의 연구들과의 상관관계를 조사 

하였다.

Cowderoy는 웹 人｝이트의 컨텐츠에 대한 크 

기 및 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 

였으몌4〕, 매트릭스 선택을 위한 기준 5가지 

（일관성 , 타당성, 정확성, 이론적 배경 , 소요비 

용）를 고려하여 무엇을, 얼마나 그리고, 언제 

측정흐卜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3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링 방법

클러 스터 링 （clustering: partition0! 라고도 

함）은 데이터 또는 물체를 비슷한 특성을 가지 

는 것끼리 그룹화 하는 작업으로, 특히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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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에서는 유사한 특성을 갖는 클래스를 함께 

군집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클러스터링 

방법은 다양한 분야（순공학, 역공학, 재공학 

등에서 활발히 연구가이루어지고 있다.

드렉슬 대학 연구팀은 역공학 분。］에서 소프 

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자동화된 클러스터링 방 

법 및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7, 9, 24〕. 소스 

코드 분석을 통해 모듈 종속성 그래프（MDG） 
를 생성하고,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노드들을 

클러스터로 그룹화하여 이들을 분할하는 방법 

을 이용하였다. 특히 , 클러스터링 품질을 높이 

기 위하여 내부연결성과 상호-연결성을 정의 

하고 이들간의 트레이드오프를 표현하는 모듈 

화 품질（MQ） 척도를 정의하였다. 또한, 자동 

화 도구인 Bunch를 위해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검색 방법을 제시하였다.

Saitipi는 최대 조합 （Maximal Association） 
에 기초한 컴포넌트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안하 

였다〔17〕. 통제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3단계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으며 특히, 데이 

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엔티티 그룹들 사이의 

최대 조합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 

한, 두 엔티티 간의 유사성 측정 방법 및 두 컴 

포넌트 간의 유사성 측정 방법을 통하여 통제 

된 클러스터 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Anquetil은 소프트웨어 재모듈화 방법으로 

써 기존의 계층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적용 

여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19〕. 클러스터 

링 문제는 크게 엔티티의 표현, 엔티티들 사이 

의 유사성 척도 및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구분하여 고려하였다. 특히, 재모듈화의 품질 

기준으로써 3가지 기준（설계, 숙련된 분해, 크 

기）을 고려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Nascimento는 사용자의 힌트를 기초로 하 

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래프 클러스터링 방법 

을 제안하였다〔13〕. 특히, 사용자가 도메인 지 

식을 입력하고 검색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 사용자가 동적 

으로 클러스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사용자는 제 약조건이 나 목적 함수 또 

는 직접 조작에 의하여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

WBIS은 매우 복잡한 요소들（문서 , 프로그 

램, 멀티미디어 등）로 구성되며 여러 가지 다양 

한 관점（뷰）에서 모델링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WBIS 개발 및 분석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WBIS은 기존의 정 

보시스템과 구별되는 특성들（웹의 특성이 그 

대로 적용됨, 컨텐츠 형태는 멀티미디어 형태 

임, 동적으로 변화함 등）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 

의 연구들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BIS 개발 및 분석,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웹 구조모델을 제시하고, 기존의 연구들 

을 제시한 구조모델을 통해 적용 및 응용하여 

분석 하는 방법을 제시 한다.

3. WBIS 구조모델 및 분석방법

3.1 WBIS의 구조모델

WBIS은 斷비즈니스 시스템의 전형적인 구 

조로써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따라서 B2B, 
B2C, B2G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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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전형적인 WBIS의 구조 및 자료/제어흐름 

（점선화살표는 제어흐름, 실선 화살표는 자료흐름을 나타냄）

WBIS은 사용자마다 서로 다른 모델을 제공해 

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접속된 다수의 프로그 

램과 DB 및 페이지 （또는 윈도우）들이 저장 및 

실행되고 있다. 또한, WBIS는 사용자에게는 

각종 독립성 （위치, 시간, 구조 등）과 서비스 기 

능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다. 특히, WBIS은 

매우 복잡한 요소들（문서 , 컨텐츠, 프로그램 

등）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 

에서 모델링 및 분석되야 한다. 이것은 WBIS 
개발 및 유지보수의 일관성 결여 및 분석의 복 

잡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WBIS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통 웹 구조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팀은 기존의 웹 모델들을 비교 및 분 

석하여 일반적인 웹 통합모델을제시한 바 있으 

며 , 분석된 전형적인 WBIS의 구조와 자료 및 

제어흐름은〈그림 1〉과 같으며 ,〈그림 은 다 

시〈그림 2〉처럼 추상화모델링）할 수 있다⑵.

3.1.1 페이지 모델

WBIS에서 퍼｝이지 （또는 윈도우）는 하나의 

객체이며 자신을 디스플레이 또는 출력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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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과 키보드 또는 마우스로부터 자료（이벤트） 

의 입력 기능을 갖는다. 페이지 모델은 하나의 

페이지 또는 링크된 페이지를 추상화한 모델이 

다. 페이지 모델은 한 페이지 내의 표현 객체 

（하위 페이지 , 풀다운 객체, 위젯, 터미널 객체 

등）들간의 배치구조와 계층구조를 나타내는 

"페이지내 모델”과 페이지간의 구조를 나타내 

는 "페이지간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페이지내 모델은 배치구조（horizontal, 

vertical, overlap）와 계층구조（pull-down, 
pop-up, return, jump）로 나눌 수 있으며, 객 

체간의 디스플레이 시간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temporal relation （equal, precede, meet, 

overlap, start, during, end）을 적용할 수 있 

다. 페이지내 모델에서 객체간 관계는〈그림 3> 

과 같이 제삼자（즉, 프로그램 또는 DB）에 의해 

결정된다.

............................... ..... ......................... ..

（b） DOR （a） POR

〈그림 3〉객체간 관계

（O는 객체, D는 데이터, P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 Data depended Object 
Relationship（DOR）： 페이지 내의 서로 다른 

객체가 하나의 자료（즉, DB 내의 자료）를 공유 

하는 경우이며, 하나의 자료를 다르게 표현한 

다（즉, 동일 컨텐츠의 다른 표현）. 이 경우, 두 

객체는 DOR 관계에 있다.

・ Program depended Objects 
Relationship（POR）： 두 객체가 하나의 프로 

그램을 호출하여 표현（실행）될 때, 두 객체는 

POR 관계가 있다.

페이지간 모델은 동일 사이트 또는 다른 사 

이트간의 페이지들 간의 링크 구조를 나타내 

며 , 특히 다른 사이트간에 링크된 페이지간 구 

조를 "웹 구조'라 한다. 하나의 페이지 （또는 윈 

도우）는 하나의 프로그램의 작업공간이라 할 

수 있으므로, 페이지간의 링크는 곧 프로그램 

간의 호출 구조를 의미한다. 호출은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적으로 수행되거나 사용자에 의해 

버튼, 아이콘, 또는 태그를 클릭함으로써 수행 

된다. 페이지 （또는 윈도우）간의 이동을 제어하 

기 위해서는 backward/forward, jump, 
view/unview, open/close 연산을 사용한다.

3.1.2 DB 모델（스키마）

WBIS의 DB 즉, 컨텐츠（각종 응용자료）의 

구조를 추상화한 것이며 기존의 ER 모델과 동 

일하다. DB 모델에서의 데이터간 관계는〈그 

림 4〉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nn--r^n 3。…"百t

I느j pd

（a） ODR （b） PDR

〈그림 4> 데이터간 관계

■ Object depended Data 
Relationship（ODR）： 두 개의 자료가 한 객체 

를 공유하는 경 우이다. 즉, 자료는 다르지 만 표 

현은 동일한 경우에 두 개의 자료는 ODR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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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Program depended Data 
Relationship（PDR）： 두 자료를 하나의 프로 

그램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경우, 두 자료 

간에는 입출력자료 관계, 동일 도메인 관계, 현 

재 관계（공통 출력시） 및 입력관계（공통 입력 

시） 중의 하나가 된다.

3.1.3 프로그램 모델

WBIS의 기능을 프로그램（또는, 모듈, 객체, 

컴포넌트）간의 구조를 통해 추상화한 것이다. 

프로그램 모델에서의 프로그램간 관계는〈그 

림 5〉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匸旬一（흐!「可一匸町

I흐 프

（a） OPR （b） DPR

〈그림 5〉프로그램간 관계

■ Object depended Program 
Relationship（OPR）： 두 프로그램이 하나의 

객체를 공유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객체는 프 

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디스플레이 될 수 있다. 

이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overloading과 

polymorphism 개념에 해당한다.

■ Data depended program 
relationship（DPR）： 두 프로그램이 하나의 자 

료를 공유하는 경우이다. OPR 관계를 가지는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은 관찰자-리포터, 생산 

자-소비자, Readers & Writers, Dinning- 
Philosophers 관계를 가지며, 이는 OS와 

DBMS에서의 기본 문제이기도하다.

3.1.4 모델간 인터페이스（관계）

페이지（또는 윈도우）와 프로그램, DB 간에 

는 각각 1：1, l：n, n：m 대응관계 （인터페이스） 

를 갖는다. 페이지-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프 

로그램-DB 인터페이스는 각각 WBIS에서 페 

이지와 프로그램간의 매핑테이블 및 프로그램 

과 DB간의 매핑테이블을 통해 구현할 수 있 

다. 특히, 페이지-DB 인터페이스는 이미 모델 

링된 PPI（페이지-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PDI（페이지-DB 인터페이스）의 관계합성을 

통해 모델링 할 수 있다.

3.2 WBIS의 내부시스템 구조분석 방법

본 절에서는, WBIS의 내부시스템을 재구성 

하기 위하여 WBIS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웹 응용에 초점 

을 맞춘다. 특히, 웹의 항해구조는 WBIS 고유 

의 특징이므로 3.1 절에서 제시한 웹 구조모델 

중에서 페이지（폼, 또는 윈도우） 모델을 이용 

하여 내부시스템에 대한 구조분석 빙법을제시 

한다. 여기서는, 웹 응용에 대한 구조분석 방법 

으로 기존의 웹 구조분석 분야에서의 거리 척 

도를 이용한 분석 방법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결합도 및 응집도를 응용한 클러스터링 분야에 

서의 결합도 및 응집도 분석 방법을 적용 및 응 

용한다.

3.2.1 웹 구조분석 분야의 거리 척도적용 방법

웹구조분석 분야에서는 하이퍼텍스트 분석 

을 위해 거리 척도를 이용한 방법이 주류를 이 

룬다. 따라서 , 본 논문에서도 웹 응용의 항해구 

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웹 구조분석 방법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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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중심 노드를 분 

석하고 그래프 형태의 항해구조 모델을 계층구 

조（트리） 형태로 분석해 낼 수 있다.

웹 응용의 항해구조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Bota!施。〔23〕가 제안한 CDM를 응용하 

여 거리 매트릭스를 계산할 수 있다（K는 일반 

적으로 전체 노드의 개수를 사용）.

' i부터 j까지의 최단경로의 길이 

D〔jj]= V （해당경로가존재할경우）

、 （해당경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거리 매트릭스 생성 후에는 계층구조로 변환 

하기 위한 루트를 분석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ROC （Relative Out 
Centrality） 를 계산할 수 있다.

CIDj=ZjCji
CD =乙
ROCi=CD/CODi
RICt = CD/CODj

여기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진 노드（페이지） 

를 중심 페이지로 선택하고 그래프 형태의 항 

해구조 모델을 계층구조화 함으로써 모델에 대 

한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3.2.2 결합도 및 응집도 적용 방법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구조분석을 위하여 

결합도와 응집도 척도를 이용한 구조분석 방법 

이 대표적이며, 기존의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링 

분야에서도 해당 개념들을 응용하여 생성된 클 

러스터들 사이의 결합도와 클러스터 내부의 응 

집도를 계산하여 생성된 클러스터에 대한 모듈 

화 품질을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웹 응용에 대한 폼 클 

러스터링을 통해 생성된 클러스터에 대하여 클 

러스터링 품질을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프 

트웨어공학 분야와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링 분 

야의 결합도 및 응집도와 품질 척도 개념을 응 

용한다. 특히, 파일 클러스터링을 위해 드렉슬 

대학 연구팀〔7, 9, 24〕에서 제시한 모듈화 품 

질 척도 개념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수행한다.

즉, 생성된 클러스터 내부의 페이지내 응집 

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Coh「= p~2

여기서, g는페이지（컴포넌트, 객체）의 개수 

이며 0는 페이지내 링크의 개수이다. 해당 클 

러스터 내의 모듈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 

우 Coh = 0°1 되며, 해당 클러스터 내의 각모 

듈들이 자신을 포함한 동일한 클러스터 내의 

모든 모듈들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coh = 1 
이 된다.

또한, 생성된 클러스터 사이의 페이지간 결 

합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 ifi=j
I 2希；和刁

여기서, 생성된 클러스터와 i와 j 사이에 어 

떠한 상호 종속성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 

CouRj =。이 되며, 클러스터 i 내의 모든 모듈 

이 클러스터 j 내의 모든 모듈에 종속되는 경우 

Coupij = 1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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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가지 척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은 클러스터링 품질 척도 CQ(Clustering 

Qabty)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것은 보다 효 

율적인(높은 응집도, 낮은 결합도) 클러스터를 

찾기 위한 목적함수로 이용될 수 있다.

S i-i Coh ［端 ij-i Cou。a vir、＞ 1 
------ k 碇T).

2
CQ= ( Cohj K = 1

여기서, 해당 클러스터 내에 어떠한 응집도 

도 존재하지 않으면 CQ = 이 되며, 해당클 

러스터들 사이에 어떠한 결합도도 존재하지 않 

으면 CQ = 1이 된다. 따라서, 클러스터링을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성된 클러스터 내부 

의 응집도를 최대화하고, 클러스터들 사이의 

결합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폼클러스터링 알고리즘

폼 클러스터링이란 WBIS의 내부시스템 재 

구성을 위하여 WBIS의 구조모델 중에서 페이 

지 모델에 초점을 맞추어 ,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하는 객체들을 효율적으로 그룹화하는 것이 다. 

특히, WBIS 고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항해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분석이 용이하도록 거리 

척도 분석을 통해 계층구조화 한 후, 이를 분석 

하여 2단계 클러스터링 방법을 통해 폼 클러스 

터링을 수행하며 생성된 클러스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결합도 및 응집도 척도를 통 

한 클러스터링 품질 평가를 수행한다.

4.1 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WBIS의 구조모델 중에서 

페이지 모델에 초점을 맞추어 웹 응용에 대한 

클러스터링 방법을 폼 클러스터 링이라 정의하 

며 , 이를 위한 가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정 1］ 웹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1개 이상 

의 웹 ■■기능객체”(모듈)들로 구성된다.

기존의 컴포넌트 공학기술예컨대, Sun 사 

의 EJB와 IBM의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도 하 

나의 컴포넌트는 1개 이상의 객체로 구성되기 

때문에〔가정 1)은 타당하며 , 이를 확장하여 다 

음과 같은 가정사항을 추가로 정의할 수 있다.

［가정 2］ 하나의 웹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하나 

의 "소프트웨어 서버"이다.

［가정 3］ 하나의 하드웨어에는 1개 이상의 소 

프트웨어 서버”가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소 

프트웨어 서버'라 정의하며, 실제 하드웨어에 

는 웹 기능객체들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서버가 

할당되게 된다. 따라서,〔가정 2)와〔가정 3〕으 

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의를 유도할 수 있다.

［정의 1］ 기능 객체(FO： functional object) = 

{FQ, F02,…,FQ,…,F0n}

［정의 2］ 소프트웨어 서버(SS： software server) 

또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 {SS】, SS2, …, SSj,

SSm}
［정의 3］ 하드웨어 서버(HS： hardware server) = 

(HSb HS2,…,HS# ―, H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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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폼 클러스터링 문제 개념도

〔정의 2〕에서 = {S& I SSi e F0} 즉, 

SS는 FO의 파워셋（power set）에 해당하며, 

〔정의 3〕에서 HSk = {HSi I HS, e SS} 즉, 

HS는 SS의 파워셋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 제시하는 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WBIS의 내부시스템 재구성을 위하여 WBA의 

항해구조 모델링 결과로부터 생성된 각각의 

FO들을 실제 HS에 효율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SS로 클러스터링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전체 개념도는〈그림 6〉과 같다.

4.2 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폼 클러스터링 알고리 

즘의 목표는 클러스터링을 통하여 생성된 SS 

내의 FO들간의 결합도를 최소화하고 SS 자체 

의 응집도를 최대화하여 클러스터링된 SS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폼 클러스터링 과 

정을 도식화하면〈그림 7〉과 같다.

4.2.1 웹기능구조모델링

M旧IS의 구조 모델 중에서 페이지 모델은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부분으 

로써 , 항해구조 모델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즉, 페이지（폼）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가 포함 

된 하나의 FO（기능객체）이며, 이러한 FO들간 

의 관계를 항해구조 모델을 통해 웹 기능구조 

를 모델링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폼 클러스터링을 위 

한 입력으로써 웹 응용에 대한 항해구조 모델 

을 사용하며, 특히 페이지를 하나의 FO로 간 

주하여 모델링을 수행한다. 웹 기능구조도 

（WFSD： Web Function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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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웹 응용에 대한 폼 클러스터링 과정

Diagram)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4] WFSD = (FO, Arc}

■ F0 = (FOlt F02, • FQJ는 특정 기능 

을 수행하는 FO들의 집합이며, 끝이 둥근 사 

각형으로 표기한다. 각 FO에는 다음과 같이 

기능객체명, 입력 및 출력 링크수, 실행시간이 

매핑된다.

FO' = {FO_Name, I_Link, O丄ink, RT}

■ Arc는 FO의 실행순서를 나타내며 단방 

향 또는 양방향 화살표로 표기한다. 하나의 

FO는 다수의 아크를 가질 수 있으며 , 아크의 

수는 FO의 I_Link 및 O_Link 속성과 대응관 

계에 있다.

WFSD에 대한 세부 속성들(FO')은 행렬 형 

태로 표현할 수 있다. 즉, WFSM(Web 

Functional Structure Matrix) 은 WFSD 와 동 

일한 정보를 가지며 WFSD를 위한 내부 자료 

구조로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팀에서는 항해구조 모델링 및 분석 

방법을 제시 ⑴한 바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자 

세한 모델링 방법은 생략한다.

4.2.2 항해구조 계층구조화

웹 응용에 대한 항해구조 모델링 결과 생성 

된 웹 기능구조도(WFSD)는 그래프 형태로 분 

석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 본 논문에서는 3.2 
절에서 설명한 거리 척도를 이용하여 그래프 

형태의 항해구조 모델을 보다 분석이 용이한 

계층구조(트리) 형태로 변환한다.

4.2.3 웹로그분석

본 논문에서는, 고유의 특징인 웹 로그분석 

을 통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웹 

로그분석을 통해 기존 시스템과는 달리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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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요구사항을 폼 클러스터링에 반영할 수 

있다. 즉, 웹 로그분석을 통하여 사용자들의 히 

트(Hit)수가 많은 페이지를 핵심 기능객체 

(CFO： Core F0)로정의하고, 이러한 CFO에 

대해서는 2단계 클러스터링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 1〕을적용한다.

[규칙 1] 웹 로그분석을 통하여 사용자들의 히트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FOS을 CFO(Core F0)라 정 

의하고, 이러한 CFO에 대해서는 다른 F0들과 클러 

스터링 하지 않는다.

특히, CFO] 경우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매 

우 높기 때문에 해당 CFV)를 다른 FO들과 그 

룹화하면 오히려 응답시간 성능이 떨어지고 부 

하만 증가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CFO는 다른 FO들과 그룹화하지 않고 

단일 클러스터로 클러스터 링해야 한다.

본 연구팀은 웹 로그분석을 통한 사용자 요 

구사항 분석 방법을 저】시〔1〕한 바 있으며 , 본 

논문에서는 자세한 웹 로그분석 방법은 생략한 

다.

4.2.4 1단계 클러스터링

최근의 웹 응용은 그 규모가 대략 1,000개 

이상의 페이지(프로그램 및 데이터 포함)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에 대하여 인접 

파티셔닝 (NP： Neighboring Partitioning) 기 

법을 통한 클러스터링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폼 클러스터링을 위 

한 2단계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1단계 클러스터링에서는 클러스터링의 범위 

를 축소하기 위하여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FO들을 선택하여 그룹화한다. 기존의 소프트 

웨어 시스템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 

위 모듈들을 그룹화하여 컴포넌트화하는 개념 

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함 

으로써 규모가 큰 웹 응용에 대한 클러스터링 

시간을 단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FO들을 클 

a) SFO Case Original
SFO = FO3

d) SFO Clustering Case 3
CQ = -0.084

c) SFO Clustering Case 2
CQ = 0.065

〈그림 8> SFO에 대한 클러스터링 사례 (규칙 2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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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링할 때 하나의 FO가 두 개 이상의 클 

러스터에 공유되는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FO를 공 

유 기능객체 (SFO： Shared FO)로 정의하고, 

이러한 SFO에 대해서는 2단계 클러스터링에 

서 다음과 같은〔규칙 2〕를 적용한다.

[규칙 2]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서 하나의 FO를 

공유할 경우 이를 SFO(Shared F0)라 정의하며, 이 

러한 SFO에 대해서는 SFO에 대한 LLink 및 O_Link 
의 수가 많은 클러스터를 선택하여 그룹화한다.

〔규칙 2〕의 타당성은〈그림 8〉을 통하여 검 

증 가능하다. 즉, 연결이 많은 클러스터 내부로 

해당 SFO를 통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이다. 

을 통해 생성된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하여 NP 
기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클러스터링 품질을 갖 

는 클러스터를 찾는다. 특히 , 1단계 클러스터 

링 결과에〔규칙 1〕과〔규칙 2〕를 적용하고, 

3.2절에서 설명한 결합도 및 응집도 분석 방법 

을 통해 클러스터링 품질을 평가한다.〈그림 9> 
는 1단계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생성된 

C1 = (FO1, FO2, FO3｝에 대하여 NP 기법과 

결합도 및 응집도 분석을 통해 최적의 클러스 

터링 품질을 갖는 클러스터를 분석하는 예이 

다.

최종적으로, 2단계 클러스터링을 통해 생성 

된 전체 클러스터 구조가 웹 소프트웨어 구조 

가되며, 생성된 클러스터 각각이 SS가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폼 클러스터링 방법을 

정형화한 알고리즘은〈표 1〉과 같다.

4.2.5 2단계 클러스터링

2단계 클러스터링에서는 1단계 클러스터링

d) NP Case 3
CQ = -0.25

e) NP Case 4 
CQ = 0.44

〈그림 9> 1 단계 클러스터링을 통해 생성된 클러스터 C1 에 대한 2단계 클러스터링 예 

최적의 경우는 C) (0| 예에서 FO3은 CFO이며, 클러스터링 규칙 1 을 적용하면 b), d), e)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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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FCA : Form Clustering Algorithm

〃1단계 클러스터링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F0들을 그룹화

〃(n개의 FO, m개의 1단계 클러스터)

FOR 1=1 TOn, FORj=l TOmDO
G = null, FT = null. CJj.FO = 0 〃클러스터 및 기능(FT) 초기화

IF G.FT = null THEN 〃 새로운 클러스터 생성

Cj= Cj + FOi
Q.FT = FOi.BTr
Q.FO = Q.FO + i.i - i + 1

ELSE IF Q.FT = FOiFTTHEN 〃클러스터에 추가

Q = q + FOi
Q.FO = Cj.FO + l.i = i + 1

ELSE
틾■■틣尊鶏嘉廳I털턣|■■■! 亍打 A"* 扌营 :芸ii：：꼐 '

END IF
END_DOEND_DO

〃2단계 클러스터링 :〔규칙 1, 2) 적용 및 NP 기법 이용

//'(이개의 1단계 클러스터. n개의 내부 FO)
// NP 수행 후 가능한 모든 조합 중에서 MQ 값이 큰 조합 선택

FORi=l TOmDO, FORj=l TOn, FORk=i TOxIXZ)
Ck = null 〃 클러 스터 초기화

IF Ci.FQj = CFO THEN 〃 CFO는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분〔규칙 1]
Ck = Ci.FQj 
j =j + l.k = k 1

ELSE 〃 기타 MQ 값이 큰 조합 선택

Ck = MAXMQ_NP(C，i.FOl, Ci.FOn)
■切爨I磚?!J睡應聲鑿II爨拦흭編 幸营志5 亀习芯 K 营

END_IF
END_DC面JD_DO END DO

5. 사례연구

본 장에서는, 제시한 폼 클러스터링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소규모 "온라인 쇼핑 

몰'에 대한 클러스터링 사례를 보인다.

우선, "온라인 쇼핑몰” 웹 응용에 대한 구조 

분석을 통하여 웹 기능구조도를 생성한다. 생 

성된 MFSD와 WFSM은 각각〈그림 10),〈표 

2〉와 같다.
〈그림 10〉사례 웹 기능구조 다이어그램 (WF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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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례 WFSD에 대한 상세 매트릭스(WFSM)

FO.ID FO_Name I Link O_Unk RT

F01 HTTP 서버 0 3 10

F02 홈페이지 관리자 6 5 10

F03 브라우징 관리자 5 1 10

F04 검색엔진 4 3 30

F05 로그인 관리자 3 2 20

F06 등록엔진 1 1 10

F07 내역조회 관리자 2 1 30

F08 선택 관리자 3 4 20

F09 보관 관리자 2 3 10

FO10 주문관리자 3 5 20

F011 지불 관리자 1 1 10

〈그림 10>을계층구조형태로변환하기 위하 거 리 척도 분석 결과, 가장 중심 인

여 거리 척도로 분석한 결과는〈표 3〉과 같다. FOIGRQC 값이 제일 큰 노드)을 루트로 하여

계층구조화 한 결과는〈그림 11〉과 같다.

〈표 3> WFSD에 대한 거리 매트릭스 분석 결과

FO2 FY13 FQ4 FO5 FD6 FO7 FO8 F09 FP10 fnu COD ROC

FO1 0 1 1 1 2 2 2 2 3 3 4 21 15.05

FO2 11 0 1 1 1 1 1 2 3 2 3 26 12.15

FO3 11 1 0 1 2 2 2 2 3 3 4 31 10.20

FO4 11 1 1 0 2 2 2 1 2 2 3 27 11.70

FO5 11 1 2 2 0 2 2 2 2 1 2 27 11.70

FO6 11 1 2 2 1 0 2 3 3 2 3 30 10.53

FO7 11 1 2 2 2 2 0 3 4 3 4 34 9.29

FO8 11 2 1 1 2 3 3 0 1 1 2 27 11.70

FO9 11 2 1 2 2 3 3 1 0 1 2 28 11.28

FO10 11 2 1 3 1 3 2 1 1 0 1 26 12.15

FO11 11 2 3 3 3 3 1 4 5 4 0 39 8.10
CID no 14 15 18 18 23 20 21 27 22 28 316

RIC 2.87 22.57 21.07 17.55 17.55 13.74 15.80 15.05 11.70 14.3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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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사례 WFSD에 대한 계층구조 표현

또한, 사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웹 로그 

분석 결과는〈그림 12〉와 같으며, 이를 통하여 

사용자들의 사용도가 높은 CFO는 F03(브라 

우징 관리자)과 F04(검색엔진)임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3〉1단계 클러스터링 결과

1단계 클러스터링 결과 생성된 4개의 클러 

스터 각각에 대하여 NP 기법을 적용하여 2단 

계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결과〈그림 14〉와 같 

이 C1 = {FO1, FO2}, C2=(FO3), 
C3={FO4}, C4={FO5, FO6), C5={FO7, 
FOIO, FO11}, C6=(FO8, FO9}의 6개 클러 

스터가 최종적으로 생성되었다.

〈그림 12〉웹로그분석결과

〈그림 11〉과 같이 계층구조화된 웹 기능구조 

도에 대하여 1단계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결과 

〈그림 13〉과 같이 C1 = {FO1, F02, F03}, 
C2=(FO4, F07, F08, F09}, C3=(FO5, 
FO6), C4=(FO7, FOIO, FO11}의 4개 클러 

스터가생성되었다

〈그림 14〉2단계 클러스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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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단계 클러스터링에서는 클러스터링 

〔규칙 1, 2〕를 적용하여 CFO인 F03과 F04 
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분류하였고, SFO인 

F07은 In-Degree와 Out-Degree기" 높은 C5 
로 클러스터링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하여 생성된 웹 소프 

트웨어 구조는〈그림 15〉와 같다.

〈그림 15〉사례에 대해 생성된 웹 소프트웨어 구조

6. 분석 및 결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은 WBIS의 내부시스템 구조를 재구성하기 위 

한 방법으로 제시하였으며, 제시한 알고리즘의 

사용방법을 보이기 위하여 일반적인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사례로 하여 전체 적용과정 

을 보였다.

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기존의 웹 구조분 

석 기술과 소프트웨어 구조분석 기술, 웹 로그 

분석 기술 및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링 기술들을 

웹 응용에 응용 및 확장하여, WBIS의 다양한 

구조모델 중에서 웹 고유의 특징이라 할 수 있 

는 페이지 모델（항해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WBIS의 내부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 

기 위한 방법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시한 

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하여 생성된 SS 
는 신규 개발 및 유지보수시에 재사용성을 제 

공할 수 있으며, 생성된 웹 소프트웨어 구조는 

사용자의 접속 폭주로 인한 부하 균형화의 목 

적으로 신규 하드웨어 할당시에 이용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WBIS의 신규 개발 및 유지보수시에 효율적으 

로 활용할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기존의 소프 

트웨어 클러스터링 기법들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 이 결과를 토대로 3가지 관점 

에서 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평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의 웹 구조분석 기술을 확장한 기 

술이다. 즉, 기존의 웹 구조분석 기술로 활용되 

던 거리 척도를 응용하여 웹 응용의 페이지모 

델을 계층구조화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그래프 형태의 항해구조 모델을 보다 분 

석이 용이한 트리 형태로 계층구조화 할 수 있 

다. 둘째, 기존의 소프트웨어공학에서의 결합 

도 및 응집도 척도를 응용한 기술이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구조분석에서 대표 

적으로 사용되어오던 결합도 및 응집도 척도를 

응용하여 웹 응용의 기능객체들을 효율적으로 

클러스터링하기 위하여 품질 측정을 위한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셋째, 기존의 소프트웨 

어 클러스터링 방법을 확장한 기술이다. 기존 

의 소프트웨어공학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역 

공학, 순공학, 재공학 등）에서 사용되던 클러스 

터링 기술을 웹 응용의 재구성 관점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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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존의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링 기법들과 비교

드렉슬대학

（19-20：
Saitipi

〔22〕

Nascimento 
例

제안알고리즘

연구분야 역공학 역공학 역공학
순공학, 재공학, 

역공학

클러스터링 소스 소스코어 파일 그래프 페이지 （모듈）

클러스터링 타켓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WBIS, 웹응용

웹 특성고려 - - - 항해구조, 웹로그

구조분석 고려 - - - 거리매트릭스

클러스터링 기준
결합도/응집 품질 

매트릭스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생성된 Maximal 
Association

제약조건 （노드수, 

크기）/응집도

결합도/웅집도/품질 

매트릭스

클러스터링 단계

소스코드 분석

MDG 생성 

NP 클러스터 링

컴포넌트 유사성 생성 

서브-공간선택 및 

클러스터링 반복 

파일 재배치 및 배포

설정/조정 

클러스터 링 

시각화

항해구조분석 

계층구조화 

유사기능그룹화 

NP클러스터 링

알고리즘성능

NP ： O（n • k） 
（n은 노드의 수上는 

클러스터의 수）

- -

1단계 :O（n ■ m） 
（n은 기능의 수, 

m은 기능객체의 수） 

2단계: （n・k） 
（n은 기능객체의 수, 

k는 클러스터의 수）

사용자요구 반영 Cluster Locking -
도메인지식입력 

/검색 가이드
CFO

제안방법의 목표
소스코드로부터 

모듈구조 자동복구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아키텍처 복구

최적화 알고리즘 

수행에 인간이 직접개입

재사용, 하드웨어 

할당

자동화도구 Bunch - Visualization Tool -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검증된 알고리즘 

들을 웹 응용에서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웹 응용은 수천개 이상의 페이지（객 

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작업을 통해 

가능한 모든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기에는 엄청 

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를 자동화해주 

기 위한 클러스터링 도구의 개발이 필수적이 

며, 다양한 요구（재사용을 위한 모듈화 관점, 

하드웨어 할당을 위한 재구성 관점 등）에 따라 

확장 가능한 파라미터들（실행시간 및 지연시 

간 등）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따 

라서 이에 대한 연구를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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