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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프트웨어 시장은 모바일 시장 확장으로 다품종의 다변화된 서비스 요구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도메인 시장의
정형화된 아키텍처 자산을 기반으로 설계 도메인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앱을 생산하고자 한다. 아키텍처 설계 정보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자산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산 관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자산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
스하기 위해 아키텍처 자산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키텍처 자산의 효율성을 평가하
기 위해 아키텍처 자산의 도메인 특성 값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 하였다. 효율성 평가는 SQuaRE Series의 
ISO/IEC 25010 표준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자산데이터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모델 부 특성을 구성하
였다. 아키텍처 자산은 복합자산으로 구성되어 설계되었을 때 설계 도메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부여한
부 특성의 필수적 평가요소와 선택적 평가요소를 적용하도록 하여 평가모델의 설계 유연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주제어 : 자산, 품질평가, 효율성, 아키텍처, 클라우드

Abstract  The software market has diversified service need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mobile market. 
To this end, the company intends to produce various apps by extending to the design domain based 
on the structured architectural assets of the domain market. In this study, we propose an evaluation 
model that can evaluate the efficiency for servicing assets that reflect the domain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based on clou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ISO/IEC 25010 quality model of SQuaRE 
Series, a software evaluation standard, evaluation model sub-features for evaluating the efficiency of 
cloud-based asset data were constructed. When the architectural assets were designed as composite 
assets, they were designed to provide the flexibility of the evaluation model by applying the mandatory 
and optional evaluation elements of the sub-features that weighted the evaluation item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 domain.

Key Words : Asset, Quality Evaluation, Efficiency, Architecture, Cloud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hinhan University Research Fund, 2019.
*Corresponding Author : Han-Yong Choi(hychoi@shinhan.ac.kr)
Received October 22, 2019 Revised   November 23,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1. 서론

소프트웨어 시장은 특정 산업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에서 새로운 산업구조를 설계하는 영역으로 진화하

고 있다. 이는 생산방식의 변화요구만이 아니라 생산의 
효율성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개방하고 플랫
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에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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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하고 있다[1]. 그리고 다양한 요구사항은 기술적으
로 수용해야 하며, 시스템 생산성 과정에서 효율성을 증
가시켜 생산하기 위한 방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의 일반화에 따라 기존 시스템 또는 자
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많은 방법이 연구되고 개발
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분산 환경에서의 상호 연결
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설계자들의 
설계정보에 대한 고려보다는 물리적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요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추상화가 
잘 이루어진 기본적인 자산의 활용을 위해 클라우드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러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소프트웨어들은 단일
화된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동일하게 평가기준을 제시하
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아키텍
처 자산의 설계에서는 표준화와 재사용성에 효율성을 고
려하여 아키텍처 자산을 정제해야만 한다[2-4]. 따라서 
클라우드 기반의 제품 라인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자산
을 기반으로  표준 자산 컴포넌트로부터 자산을 재사용
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된 자산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
반으로 확장하였다.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설계 도메
인의 아키텍처 자산은 표준 자산과 도메인 응용 자산으
로 설계 도메인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평가모델을 
구성하였다. 소프트웨어 평가는 SQuaRE의 ISO/IEC 
25010 표준을 클라우드 기반 평가 시스템에 반영하였고 
효율성 영역에 반영하기 위한 부 특성을 기준으로 구축
하였다. 아키텍처 자산은 설계 도메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성 있는 설계를 반영하기 위해 각 자산의 특성에 따
라 부 특성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부 특성은 필수적 요소
와 선택적 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갖고 평가에 적용하였
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절에서 자산 구성과 품질을 위한 
기반연구, 3장에서는 효율성 평가구성 항목과 평가방법 
그리고 4장에서는 결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기반연구

2.1 자산의 메타데이터와 구성 방법
자산 시스템은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해 메

타모델을 이용하여 설계정보를 표현하였다. 메타 모델로 
표현된 설계정보는 표준화된 아키텍처 자산과 도메인 확
장 자산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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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ta Model

Fig. 1은 표준화된 아키텍처의 설계정보를 구성하기 
위한 XMI 메타모델이다[1,5]. 그리고 Fig. 2는 표준화 영
역의 클라우드에서 아키텍처 자산을 표현한 메타모델을 
이용하여 합성된다. 아키텍처 정보와 관계정보는 도메인 
아키텍처 설계영역에 포함되고 설계자 응용도메인 아키
텍처를 표현할  수 있도록 메타 모델을 정의하였다[1,5]. 
사용자 특성을 반영한 응용 도메인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위해 자산을 재사용 하여 새로운 도메인 아키
텍처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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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rchitecture Structure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아키텍처는 공개표준 명세서
인 RAS를 이용하여 명세하였다[6]. RAS 명세방식은 재
사용의 일관성을 위하여 설계 자산들의 아키텍처, 내용 
그리고 설명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서로 다른 특
성을 갖는 각 자산은 다음과 같이 명세하였다. 표준 영역
의 아키텍처는 자산 명세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성항
목과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각 설계자의 의도
를 반영한 도메인 자산은 자산의 특성에 대한 추가적 의
미 때문에 Core RAS의 확장하는 기능으로 표현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산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설정하였
고 아키텍처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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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SO/IEC 25010 Configuration

2.2 자산의 복잡성과 품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자산관리 시스템의 자산 복

잡성은 논리적인 복잡도 측정을 제공하는 척도를 기반으
로 한다[7].  이때 각 자산의 특징 값을 표현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그래프 이론을 바탕으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아키텍처 영영의 일반적인 자산의 
복잡도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반영된 아키텍처 자산은 아키텍처 하부에 설계된 표준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측정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
여 전체 자산의 복잡성을 측정할 수 있다[1,5].

자산 연관 척도에 의해 자산 내부 항목에 있는 각 기
본 자산의 요소와 다른 기본 자산 요소들 간의 연관성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값은 표준 아키텍처 자산과 다른 아
키텍처 자산이 공유하는 도메인 특성이 반영된 자산보다  
많으면 척도 값이 커진다. 척도 값은 커진다는 것은 자산
이 파생된 자산들과 연관성을 많이 갖고 모듈성이 떨어
지는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 국제 표
준은 ISO/IEC 25000 시리즈인 SQuaRE이다[8]. 
SQuaRE 시리즈는 ISO/IEC 9126 과 ISO/IEC 14598 
시리즈가 소프트웨어 품질과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
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9-11]. 그러나 이 두 가지  
표준은 초기에 생명주기를 서로 다르게 나타내고 있어, 
이 두  표준을 적용하여 사용하는데 불일치에 대한 어려
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SQuaRE 시리즈를 구성하여 표준으로 사용한다[12]. 

3. 자산의 효율성 평가

3.1 효율성 평가 모델
선행 연구에서 아키텍처 자산의 효율적 구성과 관리를 

위해 표준화 영역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서 사용하는 아키텍처 자산의 품질 평가를  위해 국제 표
준을 이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Fig.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ISO/IEC 
25010에서 언급하고 있는 표준 구성안을 이용한다[7,9]. 
아키텍처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 ISO/IEC 기준에는 자산 
기능을 충족시키는 능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특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여 아
키텍처 자산의 평가모델을 적용하였다[13,14]. 

이때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 모델은 정형화된 자산
을 클라우드로 표준화하여 설계 요구자의 효율성과 상호 
운용성을 만족 시키고 재사용 효율성을 갖게 된다. 그러
므로 기존의 연구결과에 제시된 것처럼 복잡도를 감소 
시킬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
성, 상호 운용성, 유지보수성의 세 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 자산의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효율성은 시간반응성, 요소활용, 기억용량을 대상
으로 하고 상호운용성은 공존성, 상호 운용성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유지보수성은 모듈성, 재사용성, 분석가능
성, 시험가능성을 효율성 부 특성으로 지표를 설정하였다.

3.2 클라우드 기반 자산의 구성
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자산 구성한 것과 다르게 클라우

드 기반으로 자산을 구성하였을 경우 각 자산은 모든 클
라이언트 설계자의 표준을 제시하고 동일 설계자산을 갖
게 된다. 또한 각 자산은 동일한 평가 프로세스를 통과한 
검증된 자산만을 공유하여 응용 도메인에 적합한 설계영
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자산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클라우드 모델은 Fig. 4와 같이 모든 클라우드 환경
에 따라 각 서비스 자산을 아키텍처 표준자산으로 제공
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15-17]. 이 클라우드의 각 서비스
는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를 이용하여 자산을 제공하기 
위해 몇 가지  고려 사항을 갖고 있다[18].

Asset Layer as a ServiceEverything as a Service

User Front End & Asset  Service Provider

SaaS
(Business Provides)

PaaS
(Developer Provides)

IaaS
(Admin Provides)

Application Asset Provides

Architecture Asset Provides

Designed Asset Provides

Fig. 4. Basic Model of Clou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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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자산 서비스 서버의 자산 서비스를 위한 일
반 SLA의 개설방법, 두 번째는 자산 서비스 클라이언트
는 설계자의 요구 사항에 따른 서비스 브로커 전송방법, 
세 번째는 서비스 브로커는 선택 가능한 서비스를 찾기 
위한 SLA 수집기의 요청방법, 네 번째는 SLA 수집기는 
클라우드 서비스 목록의 제공방법이고 마지막으로 각 자
산 서비스에 대해 실시간 평가 수행방법이다.

Identidy

do/ B_Cont
do/ B_Prop
do/ A_Spec

Asset

do/ Recog
do/ Int_Def
do/ Desi
do/ Test

N_Asset

do/ A_Desi
do/ A_Imp
do/ A_Pack

Verification

Fig. 5. Cloud based Asset Verification

 

각 아키텍처 자산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기 위해 
Fig. 5와 같이 표준화된 자산 검증단계를 거쳐 등록 관리 
한다. 이때 각 자산은 Fig. 6과 같이  ISO/IEC 25010를 
기반으로 자산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특성 항목을 구성
하였다.

3.3 클라우드 기반 자산의 평가 모델
자산의 유형에 따라 자산 중 아키텍처 정보를 표준화

하여 제공하는 아키텍처 자산은 각각의 개별 항목에 대
하여 모두 평가해야 하며, 도메인 특성을 반영한 파생 자
산은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적용 도메인에 따
라 평가 항목을 선택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Fig. 6은 
복합자산의 품질특성에서는 평가 대상에 따라 부 특성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기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Time-
behavior

Resource Utilization Capacity
Co-Existance

Interoperability

Modularity
Reusability Analyzabilty Modifiability

TestabilityAsset Efficiency0..10..1

0..1
0..1

0..1
0..1

Fig. 6. Asset Efficiency Configuration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각 자산을 대상으로 설계 
도메인의 특성이 반영된 복합자산은 자산의 설계정보 복
잡도에 따라 Fig. 6에 제시한 효율성을 필수적 요소와 선
택적 요소로 가져갈 수 있다.

Criteria Item Review

Crt1
The degree to which the response, processing time 
and throughput meet the requirements when 
performing the function

Crt2 Evaluate the extent to which the type and amount of 
resources used meet the requirements

Crt3 The degree to which the maximum limit of product or 
system parameters meets the requirements

Crt4

Evaluate the extent to which they perform their 
required functions effectively while sharing the 
environment and resources without adversely 
affecting other software

Crt5
The degree to which a system, product, or 
component can exchange information or use the 
information without error.

Crt6 The degree to which individual components with 
minimal impact

Crt7 Evaluate the extent to which an asset can be used in 
one or more systems and can build other assets

Crt8 The extent to which reports are available to assess 
the impact of system changes

Crt9 The degree to which the product or system can be 
modifie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without failure

Crt10 Verification function required before and during 
product use

Table 1. Cloud based Efficiency Evaluation

이와 같은 평가를 위해  Table 1과 같이 각 부 특성의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평가 대상이 되는 자산은  설계
영역의 도메인 특성과 설계자의 능력에 따라 효율성 평
가항목을 필수적 요소와 선택적 요소로 선택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평가 부 특성은 목적 시스템의 설계 도메인에 부합
하기 위해각 부 특성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효
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효율성 평가를 위한 각 
자산의 평가 가중치 설정 값은 평가의 도메인 특성과 설
계자의 의도에 해당하는 환경 변수 값을 활용하여 평가 
결과 값을 계산하기 위해 식 (1)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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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산에 대한 평가 값은 ISO/IEC 25010의 전체 특
성 에서 평가 도메인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부 특성을 선
정한 후 필수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이
용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  가중치의 계수 값은 효율성
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된 아키텍처 자산에 대하여 필
수항목은 모두 동일한 값을 부여한다. 기존의 표준화된 
자산 평가방법은 획일적인 평가로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자산의 도메인 특성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평가방법은 설계자의 도메인 특성을 유연성 있게 반영하
도록 하였다.  그리고 설계자의 설계 의도를 수용하기 위
해 도메인 자산으로부터 재구성한 자산의 평가를 위해 
평가 도메인의 특성 값에 해당하는 환경 변수 값을 재구
성 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결론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 표준 자산을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설계 도메인의 특성 값을 반영한 자산을 평가
하기 위한 방법은 도메인 특성과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
한 사용성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소프트웨
어 자산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소프트웨어가 구
성하고 있는 환경 정보를 반영하고 설계자의 설계 품질 
특성을 구축하고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값을 설정할 수 있
어야 한다.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설
계 자산 정보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표준화한 도메인의 
속성 값 또는 응용 플랫폼에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한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자산을 부품으로써 사용하
기 위해 재사용성과 유지보수성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특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선행된 자산기반의 설계 시스템
의 복잡도 측정으로부터 복합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모델을 위해  ISO/IEC 25010 품질 모델 특성을 기반으
로 자산데이터의 사용성을 평가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이
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부 특성의 평가모
델 기준을 구축하였다.

제안된 효율성 평가모델은 클라우드 자산의 주요특성
에 해당하는 기본자산과 복합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사용성과 유지보수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모델로 
정형화 하였다. 아키텍처 표준에 부합하는 기본 자산의 
특성 값은 표준모델의 값을 그대로 적용하여 필수 평가 
변수 값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아키텍처 자산
이 복합자산으로 구성되어 설계되었을 때 각 자산의 도
메인 특성과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환경 변수 값에 해당하는 부 특성
의 선택적 평가를 적용하여 평가모델의 유연성을 확보하
도록 하였다. 선택적 평가모형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
한 사용성의 평가모델은 클라우드 자산을 응용 도메인에 
적용하고자 하는 가중치 값을 찾기 위해 설계자산에 대
한 기댓값을 학습하여 적정 값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에 해당하는 기댓값을 학습하기 위한 인공지능 적용이 
필요하고 클라우드 자산의 증가에 따른 학습 값 적용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과제로 클라우드 기반의 자산을 재사용하여 
시스템을 설계 도메인의 특성에 적용하여 설계할 경우 
설계시스템을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특성 값을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효율성외 특성에 해당하는 부 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설계 적용할 때 환경 변수를 설정
하여 학습데이터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학습망으로 최
적 변수를 설계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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