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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표준 기술 및「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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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1.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클라우드컴퓨팅법”
)
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 및「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실현의 일환으로,
-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이하“상호운용성”
)을 국내외
표준을 준수하여 정의하고, 적용 분야, 분류 및 대상 등을 제시함으로써 상호운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에 대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로드맵은 [첨부 1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사업 연차별 로드맵] 참고
-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이하“제공자”
) 및 개발자에게는 국내외 상호운용성 관련 표준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여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자(이하“중개자”
)에게는 상호운용성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이하“이용자”
)에게는 본인의 데이터를 여러 제공자들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제공자 간 이동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본 가이드라인은 국내외 표준 기술은 물론이고 클라우드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규제가 아닌 산업 활성화,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적 근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 2015.9.28.] [법률 제13234호, 2015.3.27., 제정]

제3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
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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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추진배경및필요성

2.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1 추진 배경
�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며, 이를
표명하듯 다양한 공적 및 사실 표준화 기구를 통해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관련 글로벌 표준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 표 2-1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관련 주요 글로벌 기구 활동 내역 >

No.

표준화 기구

표준명

비고

(ITU-T Y.3500|ISO/IEC 17788) Information Technology - Cloud
computing - Overview and vocabulary
(ITU-T Y.3500|ISO/IEC 17789) Information Technology - Cloud
computing - Reference architecture
1

(ISO/IEC CD 19941) Interoperability and portability

SC38

(ISO/IEC 17203) Open Virtualization Format (OVF) specification
(ISO/IEC 17826:2016) Cloud Data Management Interface (CDMI)
: SNIA

2

(ITU-T Y.3511) Framework of inter-cloud computing

SG13

(ITU-T Q.4040) The framework and overview of cloud
computing interoperability testing

SG11

(Y.CCIC-arch) Functional Architecture of inter-cloud
computing

SG13

(DSP0243) Open virtualization format specification 등

OVF
WG

3
(DSP0263) CIMI model and REST interface over HTTP 등
4

Cloud Data Management Interface v1.1.1

5

Topology and Orchestration Specification for Cloud
Application

CM WG

(P2301) Guide for Cloud Portability and Interoperability Profiles

CPWG

(P2302) Standard for Intercloud Interoperability and Federation

ICWG

6

7

(ETSI TS 103) Cloud; Test Descriptions for Cloud
Interoperability

8

(OGF GFD 183~185) Open Cloud Computing Interface

9

Cloud Computing portability and interop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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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자국의 클라우드 제품∙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수행 중*이며,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표준 적합성 시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첨부 2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관련 주요 정부 과제] 참고
** SNIA는 CDMI 표준에 대한 글로벌 시험 서비스를 제공중(공인 시험 기관: TATA)이며,
DMTF는 Plugfest 행사를 통해 CIMI 표준에 대한 시험을 비정기적으로 수행중

[ 참고 2-1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중요성 ]

World Economic Forum(WEF,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Action으로“Facilitate
interoperability”
와“Ensure data portability”
를 언급함
※ WEF :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회의
(독립적 비영리재단, 스위스 제네바 위치)

�

국내의 경우에도 상호운용성 확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상호운용성을 앞장서서 추진해가
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호운용성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단기 실적 위주의 기업 환경
으로 인해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
-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되는 초기 시점부터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시기
를 놓칠 경우 개발 비용 증가, 다양한 서비스 연동 불가 등의 결과 초래하고,
- 現 점유율 1위인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지양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선의의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필요하다.

2.2 필요성
�

(제공자) 클라우드 제품∙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표준 기술 도입 시, 개발 비용, 시간 등의 자원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표준을 준용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통한 수출 경쟁
력 또한 제고할 수 있다.

�

(이용자) 제품 또는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미확보 시 야기되는 시스템 다운, 데이터 소실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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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2 : 상호운용성 확보를 통한 경제적 효과 ]
□ 미국 인디애나 주 사례
• (개요) 사법·행정·공공 안전 부처 내 이종 시스템 간 상호 데이터 교환(Cross-Agency and Cross-Domain
Information Sharing) 프로젝트 진행
- 공통의 ① Data Sharing Model ② 정보 교환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IT 개발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생산성)
향상
- 이를 위해 NIEM*-Conformant Information Exchange Packet 표준 개발
* NIEM: National Information Exchange Model(Standardized Schema)

• 표준화로 인한 IT 개발 비용 절감(IT Development Cost Saving)
- 연간 비표준화 시 투입되는 개발 비용 대비 13.4% 절감
※ 비표준화 시 개발 비용 $14,769,239/년 vs. 표준화 시 개발 비용 $12,791,427/년
=> 절감 비용 : 연간 $1,977,812

• 이종 시스템 간 상호 데이터 교환이 가능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생산성) 향상(Business Process/Operational
Saving)
- 이종 시스템 간 상호 데이터 교환 불가 시 ① 개별 데이터 요청·포맷 변경·사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 원하
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데이터 포맷 변경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비용 등을 상호 데이터
교환 가능 시 더 이상 소요되지 않는 경제적 이득(투입비 절약 비용, 시간 절약 비용 등)으로 간주
※ 이종 시스템 간 상호 데이터 교환 불가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년): $3,151,607

※ (Ref)‘Indiana Data Exchange Return on Investment’발췌(2011년, 미국 인디애나 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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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관련
개념 및 가이드라인 범위

3.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관련 개념 및 가이드라인 범위
3.1 용어 정의
□ 용 어 정의에 대 한 기 준
�

국내외 여러 전문가나 기구에 의해 클라우드 관련 용어들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국제 공적 표준 기구를 통해 도출된 용어 표준 또는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을 기준으로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관련 개념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국제 공적 표준화 기구인 ITU-T와 ISO/IEC JTC 1에서 공동으로
클라우드 관련 전반적인 개념과 용어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여 2014년도에 표준으로 발표*
하였다.

* 표준번호: ITU-T Y.3500|ISO/IEC 17788, 문서명:“Information technology - Cloud computing Overview and vocabulary”
�

또한 ISO/IEC JTC 1에서는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의 분류 체계를 정의하는 표준안
*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표준안번호: ISO/IEC 19941, 문서명:“Information technology - Cloud computing Interoperability and portability”
- 해당 표준안은 ITU-T Y.3500|ISO/IEC 17788 표준에 있는 대부분의 용어를 준용하고
있으나 일부 용어 정의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ITU-T Y.3500|ISO/IEC 17788 표준과 ISO/IEC 19941 표준안에
나타나 있는 공통의 용어 정의를 준용하되 차이가 있는 용어 정의는 양측 문서에 있는 정의를
병기하고 그 차이점에 관한 의견도 제시한다.

□ 일 반 적 인 상호운용성 및 이 식 성
�

일반적인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이식성(portability)의 정의를
우선 살펴본 후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의 상호운용성과 이식성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TU-T Y.3500|ISO/IEC 17788 표준에서는「상호운용성」
과「데이터 이식성」
에 대해 정의
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둘 또는 그 이상의 시스템(또는 애플리케이션) 간에 정보를 (원활
히) 교환하고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과“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데이터
를 (재기입하지 않고)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정의하고 있다.
- 또한 TTA 정보통신용어사전에서는「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이식성」
을“복수의 시스템
또는 운영 체계에서 작동될 수 있거나 작동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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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라 우 드 상호운용성
�

ITU-T Y.3500|ISO/IEC 17788 표준에 따르면「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은“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소정의 방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이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간에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
이나,

�

ISO/IEC 19941 표준안에서는“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다른 제공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 클라우드 데 이 터 이 식 성
�

ITU-T Y.3500|ISO/IEC 17788 표준에 따르면「클라우드 데이터 이식성」
은“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데이터를 (재기입하지 않고)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나,

�

ISO/IEC 19941 표준안에서는
“이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간 혹은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
스 간에 데이터를 (재기입하지 않고) 손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이 역시 ITUT Y.3500|ISO/IEC 17788 표준보다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

ITU-T Y.3500|ISO/IEC 17788 표준에 따르면「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은
“한 클라
우드 서비스에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애플리케이션을 이관(migrate) 하는 능력”
이나,

�

ISO/IEC 19941 표준안에서는“이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간 혹은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
스 간에 애플리케이션이 이관되어도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으로 ITUT Y.3500|ISO/IEC 17788 표준보다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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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정의의 도식화>

<클라우드 데이터 이식성 정의의 도식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정의의 도식화>
< 그림 3-1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정의의 도식화* >

* ISO/IEC 19941 표준안에 있는 그림을 참조하여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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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분야 및 분류
�

앞서 기술된 클라우드 상호운용성의 정의에 따르면 클라우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결국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가능하므로,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클라우드 상호운용성의 분야를 세분화 하여 제시함으로써 각 분야 별
특성에 맞는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전략을 도출하고,

�

인터페이스 레벨 기반의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분류를 소개하고 레벨 별 대상, 특성 등을 설명
함으로써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 클 라 우 드 상호운용성 분 야
�

본 가이드라인에서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분야는 다음 표와 같이 나누고자하며 국내외 많은
표준 및 가이드문서에서도 이와 같이 분야를 나누고 있다.
< 표 3-1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분야 >

No.

구분

설명

1

애플리케이션 상호운용성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간 또는 클라우드 환경의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간에 상호작용하는 능력

2

플랫폼 상호운용성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플랫폼 간 또는 클라우드 환경의 플랫폼과 클라우드 환경이 아닌
플랫폼 간에 상호작용하는 능력

3

공통관리기능 상호운용성

클라우드 리소스의 배포, 설정, 프로비져닝, 오케스트레이션과 같은 기능을 하는 관리
시스템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능력

4

인프라스트럭쳐 상호운용성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인프라스트럭쳐 간 또는 클라우드 환경의 인프라스트럭쳐와
클라우드 환경이 아닌 인프로스트럭쳐 간에 상호작용하는 능력

□ 클 라 우 드 상호운용성 분 류
�

몇몇 논문,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 문서에서 인터페이스 특성별로 레벨을 분류하고 있으며
최근 ISO/IEC 19941 표준안에서 기존 문서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 체계를 재정립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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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 인터페이스 레벨 별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분류 >
레벨

대상

전송
(Transport)

통신 시그널

구문
(Syntactic)

요구사항

목표

예시

표준 통신 프로토콜

(보안성있는) 데이터
전송

HTTP/S, MQTT

구문 데이터

표준 구문 데이터 교환 포맷

이해 가능한 형식의
데이터 수신

의미 데이터
(Semantic
Data)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공통 또는 표준 데이터 구문
모델을 통한 구문 데이터 정보
에 대한 일관된 해석

공통 또는 표준 데이터
구문 모델의 사용

행위
(Behavioural)

정보

사용자 요청에 따른 정확한
처리 및 응답 정보

사용자 요청에 대한
기대 결과

정책
(policy)

규정 및 조직
정책

사용 및 접근을 위한 조건 및
제어

상호운용 시스템 간
규정 및 정책 적용에
대한 보장

JSON, XML, ASN.1

(문법) XML, RDF,
(실례) 더블린 코어

(문법) RDF(S), OWL,
(실례) RosettaNet

□ 레 벨 및 분 야 에 따 른 클 라 우 드 상호운용성 특 성
�

전송(Transport)과 구분(Syntactic) 레벨은 앞서 정의한 상호운용성 분야와 무관하게 공통
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의미 데이터(Semantic Data)와 행위(Behaviour) 레벨에서는
분야별로 제공되는 리소스*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 TTA 정보통신용어사전에서는「리소스(resource), 자원」
을“컴퓨터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위한 모든 기능과 기구의 총칭(예: 주기억 장치, 중앙 처리 장치, 입출력 장치, 데이터,
파일, 프로그램 등); 태스크가 실행되는 단계에서 제어 프로그램으로 각종 자원을 할당함”
으로 정의하고 있다.

�

예를 들어, 그림 3-2와 같이 인프라스트럭쳐의 리소스는 VM, Storage, Network 등으로
한정되므로 각 리소스 별 의미데이터(Semantic Data)와 행위(Behaviour) 레벨 기준을 정
의하여 인프라스트럭쳐 및 공통관리기능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나,

�

애플리케이션 상호운용성의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의 종류가 무한하며 각 서비스 별로 제공
되는 리소스 종류가 많을 수 있으므로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다.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가이드라인 Vol.1(2016) | 21

※ 화살표 방향은 난이도가 높은 정도를, 원의 크기는 리소스 종류의 수를 의미한다.
※ 애플리케이션은 도메인 별로 리소스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일 뿐만 아니라 도메인 종류 자체가
무한정이므로 원의 크기가 정의되지 않는다.

< 그림 3-2 : 의미 데이터와 행위 레벨의 상호운용성 특성 >

�

다만, 특정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예> ERP, CRM 등)별로는 리소스를 한정 지을 수 있으므로
어느 수준까지의 상호운용성 확보는 가능하다. 이에, 본 가이드라인의 5장에서는 ERP,
Groupware, CRM 등의 기업 범용 SaaS 간 상호운용성 확보 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3.3 클라우드 이식성 분야 및 분류
�

앞서 기술된 클라우드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정의를 고려하면 이식성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의 포맷과 내부 구조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환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가능하다.

�

이러한 이식성과 관련된 특성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이식성 요구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이식성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 클라우드 이 식 성 분 야
�

클라우드 이식성은 앞서 정의에서 살펴보았다시피 ①데이터 이식성과 ②애플리케이션 이식성
두 분야로 나눌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이식성은 VM 인스턴스 단위로 이식되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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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포함)나 컨테이너와 관련된 가상 어플라이언스 이식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 3-1 : 플랫폼 이식성 ]

•과거 일부 국내외 표준 및 가이드라인 문서*에서는‘가상 어플라이언스 이식성’
을‘플랫폼 이식성’
이라고 표현
하고 별도의 분야로 다루고 있으나 최근 국내외 표준 및 가이드라인 문서들(예> CSCC 가이드라인, ISO/IEC
19941 표준안)에서는 별도의 분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 Open Group Guide - Cloud Computing Portability and Interoperability, 2013.

□ 클라우드 데 이 터 이 식 성 분 류
�

ISO/IEC 19941 표준안에서 데이터 이식성을 레벨 특성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 표 3-3 : 인터페이스 레벨 별 클라우드 데이터 이식성 분류 >

레벨

대상

데이터 구문
(Data
Syntactic)

데이터

공통 데이터 포맷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고,
구조화되고, 공통된 형식의
데이터 수신

XML, CSV, JSON

데이터 의미
(Data
Semantic)

데이터

상호 이해 가능한 온톨로지와
메타데이터

데이터의 확실한 의미 전달

(구문) OWL, RDF(S),
(실례) 더블린 코어

데이터 정책
(Data Policy)

규정 및
조직정책

동의를 얻은 조직 정책

규정 및 정책의 준수

기밀 수준, 개인 권리

�

요구사항

목표

예시

데이터 구문(Data Syntactic) 레벨에서의 이식성은 대부분의 데이터에 대해 몇 가지 간단히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데이터 의미(Data Semantic) 레벨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 특성 별로 서로 다른 이식성 보장 기준이 필요하다.

□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분 류
�

ISO/IEC 19941 표준안에서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레벨 특성에 따른 분류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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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 인터페이스 레벨 별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분류 >
레벨

대상

애플리케이션 구문
(Application
Syntactic)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명령
(Application
Instruction)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코드

애플리케이션
메타데이터
(Application
Metadata)

목표

예시

공통 패키징 포맷

이해 가능한 포맷으로 수신된 애
플리케이션

Zip, tar, jar, war

프로그래밍 환경
지원

기능적으로 동일하게 애플리케이
션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능력

C++, Java, C#,
BPEL

애플리케이션
메타데이터

공통의 메타데이터
모델

애플리케이션의 적합한 사용을 위
한 실행 환경에 대한 상호이해

(문법) XML,
JSON, YAML
(실례) 더블린
코어

애플리케이션행위
(Application
Behaviour)

워크플로우 서
비스 템플릿

공통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기대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애
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능력

(문법) RDF(S),
OWL,(실례)
RosettaNet

애플리케이션정책
(Application
Policy)

규정 및 조직정
책

사용 및 접근을
위한 제약조건 및
통제

애플리케이션 사용 권한에 대한
규정 및 정책의 준수

라이선스, 기업
정책

�

요구사항

이 역시 애플리케이션 구문(Application Syntactic), 애플리케이션 명령(Application
Instruction) 레벨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이식성은 몇 가지 간단히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

애플리케이션 메타데이터(Application Metadata) 및 애플리케이션 행위(Application
Behaviour) 레벨에서는 해당 애플리케이션 특성과 수행되는 환경 별로 서로 다른 이식성
보장 기준이 필요하다.

3.4 가이드라인 범위
�

본 가이드라인의 범위는 <첨부 1>에 나타나 있는 사업 연차별 로드맵과 같이 당해년도(2016
년) 확보 분야(공통관리기능 상호운용성 확보 - 기본, 애플리케이션 상호운용성 확보 - 기본)
에 대응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정책(Policy) 레벨의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은 다루지 않으며

�

앞서 기술한대로 전송 및 구문 레벨은 상호운용성 분야와 무관하게 공통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4장에서 해당 레벨에서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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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관리기능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몇몇 국제 표준이 제정되어 있고 해당 표준
들에는 전송, 구문, 의미 데이터, 행위 레벨의 내용이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1절
에서는 해당 표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설명한다.

�

다만, 애플리케이션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은 의미 데이터 레벨을 일반적인 관점으로 다루고
애플리케이션 중점 분야의 의미 데이터 세부 규격 제정 방안과 행위 레벨의 방안은 추후 고도
화 단계의 가이드라인에서 다룰 예정이다. (<첨부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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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송 및 구문 레벨 기술 가이드라인

�

3장의 표 3-2에 있는 전송 기술의 예시 중 MQTT의 경우는 메시지 큐를 위한 프로토콜로
서비스에 직접 관련된 API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시스템 간 메시지 교환을 위해 특화된
프로토콜이며,

�

구문 기술의 예시 중 ASN.1은 로컬(무선 포함)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데이터 교환에 많이
사용되는 표준 구문이므로 본 장에서는 MQTT와 ASN.1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

클라우드 서비스에 직접 관련된 API 측면에서 HTTP(S) 전송과 JSON/XML 구문이 지배적
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API를 구현할 때 REST 형식을 따르면 API의 유지∙보수
가 간단해져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가 보다 용이하다.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전송 및 구문 레벨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HTTP(S)와 JSON/XML을
이용하여 REST 형식의 API를 설계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에 따른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4.1 기반 기술
□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

HTTP 개발자 중 한 명인 로이 필딩이 제안한 개념으로, HTTP 프로토콜 외에 SOAP 등
복잡한 프로토콜을 이용해 확장하지 않고, 순수한 HTTP 프로토콜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호출 방법(GET, POST, PUT, DELETE 등)과 URL을 자원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API를 설계하는 개념이다.

�

REST 형식에서 데이터의 교환은 주로 JSON과 XML을 사용하며, 최근에는 JSON이 보다
많이 사용되는 추세이다.

�

REST 형식은 통신 오버헤드가 적고 캐시 서버 등의 기존 웹 관련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클라이언트를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REST에 관한 명확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의 독립적인 API 중심의 관점에서
자원 중심의 관점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REST 형식의 API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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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1 : REST API 구성 예 >
출처: https://www.infoq.com/articles/rest-introduction

�

최근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을 위해 시스템 외부로 공개되는 API (오픈 API)는 모두 REST
형식을 따르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에서 5장에 소개할 클라우드 표준 구현체와
오픈소스 역시 REST 형식의 API를 제공한다.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을 위해서는 API를 REST API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REST 형식에서는 자원의 위치와 세부적인 변경 내용이 서로 분리되기 때문에 API
버전 업으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다른 REST API와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API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API의 기본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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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와 쿼 리 문자열 방 식 예 시 및 비 교
�

인프라 관리를 위해 인스턴스를 제어하는 예를 쿼리 문자열 형식과 REST 방식으로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인스턴스의 목록을 조회
- 쿼리 문자열 형식에서는「http://www.example.com/?action=listInstance와 같은 형태로
GET이나 POST」요청을 보내면 된다.
- REST 형식에서는「http://www.example.com/instances」
와 같이 instance 목록을 대표
하는 URL에 대해서 GET 요청을 보내면 된다. 이 후 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REST 형식
에서는 조회를 위한 목적으로 POST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 쿼리 문자열 형식에서는 URL에 전달되는 쿼리 문자열의 의미를 문서화 없이 파악하기
어려우며, GET/POST의 구별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 REST 형식에서는 URL의 계층구조가 자원을 의미하므로, instances라는 자원에 대해
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읽기만 수행하는 요청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② 특정 ID를 가지는 인스턴스의 조회
- 쿼리 문자열 형식에서는「http://www.example.com/?action=getInstance&id=123」
이나「http://www.example.com/?action=getInstance&id=123」
과 같은 형태로 GET
혹은 POST 요청을 보내면 된다.
- REST 형식에서는「http://www.example.com/instances/123」
과 같이 instance의 식별
자를 instances/의 하위로 추가하여 GET 요청을 보내면 된다. 역시 조회를 위한 목적으로
POST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 쿼리 문자열 형식에서는 자원의 계층 구조를 URL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
- REST 형식에서는 instances라는 하위에 123으로 식별되는 자원이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다.
③ 인스턴스의 생성
- 쿼리 문자열 형식에서는「http://www.example.com/?action=createInstance&name=
test123&ram=2gb...」
와 같은 형태로 GET이나 POST 요청을 보내면 된다. 요청의 결과
는 API 설계자에 따라 API의 결과 상태코드나 메시지, 생성된 인스턴스의 정보, 인스턴스
식별자 등 다양한 값을 리턴 한다.
- REST 형식에서는「http://www.example.com/instances」
URL에 {“name”
:“test123”
,
“ram”
“
: 2gb”
, ... } 과 같이 인스턴스 정보를 담은 JSON 형식의 문서를 POST 요청하면
된다. 인스턴스 생성의 결과는 201(Created) 응답코드와「http://www.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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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s/456」
과 같이 생성된 인스턴스를 표현할 수 있는 URL이 HTTP 헤더 등에 실려서
리턴 된다.
- 쿼리 문자열 형식에서는 인스턴스 생성에 필요한 인자들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URL
의 형식이 변경되어야 한다. 또 생성 결과로 인스턴스의 내용을 리턴하는 경우 그 값은 리턴
된 당시에만 유효하고 이 후 시점에서 참조할 때에는 다른 상태를 가질 수 있다. 인스턴스
식별자를 리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식별자를 파라미터로 어떻게 ②인스턴스 조회 API
를 호출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다.
- REST 형식에서는 인스턴스 생성을 위한 인자들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인스턴스
생성을 위해 /instances에 생성할 정보를 담은 JSON이나 XML 객체를 POST한다는
규칙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자들이 JSON이나 XML 객체로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반영하기가 용이하다. 또 응답으로 리턴된 URL을 이용해서
GET 요청을 보내면 항상 해당 인스턴스의 최신 상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④ 인스턴스의 삭제
- 쿼리 문자열 형식에서는「http://www.example.com/?action=deleteInstance&id=123
과」같은 형태로 GET이나 POST 요청을 보내면 된다.
- REST 형식에서는「http://www.example.com/instances/123」
URL에 DELETE를 요청
하면 된다.
- 쿼리 문자열 형식에서는 URL 인자를 파싱하기 전까지는 자원의 삭제 요청인지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자원을 삭제하는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GET/POST 요청으로 보내기 때문에
자원의 삭제 요청이라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
- REST 형식에서는 인스턴스 정보 생성, 조회, 삭제에 대해서 동일한 URL로 자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요청 프로토콜만 DELETE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HTTP (HyperText Transport Protocol)
�

1991년 HTTP의 일부 기능을 문서화한 0.9 버전이 공개되었고, 1996년 1.0 버전이
RFC1945로 발표되었다.

�

HTTP 1.0 버전까지는 HEAD, GET, POST의 세 가지 프로토콜만 제공하였기 때문에 초기
의 웹에서는 요청 파라미터를 폼을 통해 GET이나 POST 요청으로 전달하였다. 또
GET/POST의 구분 역시 GET에 쿼리 문자열로 포함하기 힘든 경우(데이터 용량이 큰 경우)
나 쿼리 문자열을 노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POST를 쓰고 그 외에는 GET을 쓰는
등 명확한 구분이 없었다.

�

HTTP 1.1 버전은 1997년 RFC 2608로 발표되었다가 1999년 RFC 2616으로 대체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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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다시 RFC7230 ~ 7235로 대체되었다. HTTP 1.1을 구성하는 각 명세의 내용은
표4.1-1과 같다.
�

HTTP 1.1 버전부터는 1.0의 세 가지 요청 이외에도 표 4.1-2와 같은 다양한 요청 프로토콜
을 지원한다. TRACE, CONNECT, OPTION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에 대해
서는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

PATCH는 앞서 설명한 RFC 7230~7235에서 직접 설명되지는 않지만, RFC 7231에서 자
원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갱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RFC 5789 PATCH Method for HTTP에
정의된 PATCH 요청을 보낼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되는 오픈 API에는
PATCH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표 4.1-1 : HTTP 1.1을 구성하는 RFC 명세들 >

문서

제목

내용

RFC 7230

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1.1):
Message Syntax and Routing

저수준 메시지 파싱과 연결 관리를 위한 방법 정의

RFC 7231

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1.1):
Semantics and Content

요청, 상태 코드 및 헤더 정의

RFC 7232

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1.1):
Conditional Requests

HTTP 요청이 실행되기 이전에 충족해야할 조건을 명시
하기 위한 방법 정의

RFC 7233

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1.1):
Range Requests

HTTP 헤더를 활용해서 표준적인 페이징 처리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 정의

RFC 7234

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1.1):
Caching

HTTP 프로토콜에서 캐시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정의

RFC 7235

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1.1):
Authentication

HTTP 프로토콜에서 인증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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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2 : HTTP 1.1 프로토콜의 요청 방법들 >
요청방법 (method)

설명

멱등성 (Idempotent)

HEAD

메시지 바디 없이 헤더 정보로만 서버가 응답해야 하는 점을 빼고는 GET과
동일하다.

보장

GET

URI로 식별되는 정보를 조회할 때만 사용한다.

보장

POST

해당 URI에 종속된 새로운 자원을 생성할 때 사용되며 새로운 자원이 생성
되는 경우에는 201(Created)로 응답해야 한다.

보장하지 않음

PUT

해당되는 URI에 대해 정보를 저장할 때 사용한다. 이미 정보가 저장된 URI
에 대해서는 내용을 갱신한다.

보장

DELETE

서버에 해당 URI에 해당하는 자원을 삭제하는 것을 요청한다.

보장

PATCH

PUT과 다른 점은 해당 URI 정보 중 전체 정보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장한 부분만 갱신하도록 요청한다.

�

보장하지 않음

GET/HEAD는 조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이 제약조건을 지키면 읽기만 수행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상태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요청을 안전한 요청(safe method)라고 한다.

�

멱등성 (Idempotent)은 해당 연산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더라도 결과에는 차이가 없는 성질을
설명한다. 삭제의 경우 동일한 자원을 여러 번 삭제하더라도 해당 자원이 삭제된 상태로 결과
에 차이가 없다. 안전한 요청 역시 멱등성을 보장한다.

�

각각의 HTTP 요청이 멱등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해당 요청을 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멱
등성을 보장하도록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PUT 요청을 이용해서 멱등
성을 보장하지 않는 API를 구현하는 것은 HTTP 1.1 프로토콜의 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

멱등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자원을 POST로 생성하고 생성된 자원의
URL을 리턴하는 경우에는 여러 번 실행되는 경우에는 실행횟수만큼 서로 다른 URL을 가지
는 자원이 생성된다.

�

PUT의 경우 전체 레코드를 업데이트하지만 PATCH의 경우에는 일부 레코드만 업데이트하므로
PATCH 요청 사이에 다른 갱신 요청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멱등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 JSON (JavaScript Object Notation)
�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객체 선언 방법을 데이터 교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더글라스
크록포드가 제안하였다. JSON 표기의 예는 <그림 4.1-2>와 같다.

�

XML에 비해 페이로드가 적고 간결하며, 웹브라우저에서 별도의 라이브러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등의 장점 때문에 REST API의 데이터 교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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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ON 관련 표준은 자바스크립트 표준을 관리하는 ECMA에서 2013년 발표한 ECMA-404
와 IETF에 제안된 RFC 7159가 있다. ECMA-404는 JSON에 관해 필수적인 내용만 정의
한 것이고 RFC 7159는 파싱 방법, 보안 고려 사항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
"image": {
"width": 1024,
"height": 768,
"format": "jpeg",
"title": "Sample Image",
"thumbnail": {
"url":
"http://www.example.com/image/4345453",
"height": 125,
"width": 100
},
"animated" : false,
}
}

< 그림 4.1-2 : JSON 표기의 예 >

4.2 API 설계 가이드라인
□ HTTP 요 청 프 로 토 콜 사 용 가이드라인
�

REST API를 설계하기 이전에 어떠한 요청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

오래된 API는 자원의 관점으로 URL 체계를 설계하였더라도 GET/POST만 사용할 수 있었
기 때문에, 인스턴스 삭제를 예로 들면 인스턴스 URL에 대해서 DELETE 요청을 보낼 수 없었
다. 이러한 경우에 “status”
{
,“DELETED”
} 형식의 POST 요청을「http://www.examples.
com/instances/123」
과 같은 형태의 URL에 보냄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

�

따라서 REST API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요청방법으로 GET/POST만 허용되는지 GET/
POST/PUT/DELETE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PATCH가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한 후 REST API를 설계해야 한다.

�

앞 서 GET/POST만 이용해서 REST API를 설계하는 예를 예시하였지만 최근에는 HTTP
1.1 버전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GET/POST/PUT/DELETE 등은 서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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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CH는 비교적 최근에 추가되었으므로, 반드시 PUT과 구별하는 것 보다는 API를 이용자
들이 PATCH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서 구별하는 것이 좋다.

�

복잡한 응답이 필요 없고 간단한 메타데이터만 전송할 경우에는 GET 대신 HEAD 요청으로
구현해도 된다. HEAD를 사용할 때에는 메시지 헤더에만 정보를 전달하고 메시지 바디에 정
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U R L 설 계 가이드라인
�

API의 기능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URL을 버전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된다. URL의 계층 구조에
포함하거나 쿼리 문자열로 버전을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URL 수준에서 API 버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ET http://www.example.com/v1.2/instances
GET http://www.example.com/instances?version=1.2

�

(URL 계층 구조에 포함)
(쿼리 문자열로 전달)

URL은 자원의 관점에서 설계하여야 하며 자원의 계층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좋다. 자원을
표현하는 계층은 자원을 컬렉션으로 표현하며 그 하위 계층은 컬렉션의 개별 항목, 그 아래
계층은 다시 개별 항목의 서브 항목을 담는 컬랙션 , ... 등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 자원 계층 구조 반영 예시, 인스턴스 123의 sda에 연결된 볼륨
http://www.example.com/v1.2/instances/123/volumes/sda

�

URL의 쿼리 문자열은 자원의 속성을 직접 표현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필터링, 검색, 조건
등을 표현할 때에 사용한다.
# 조건 명시 예시, 현재 실행중인 리눅스 VM 인스턴스들을 조회
http://www.example.com/v1.2/instances/?status=running&os=linux

�

자원에 관한 정보는 해당 자원을 가리키는 URL로 리턴한다. 자원이 하위 자원을 포함하는
경우 최상위 자원의 내용에도 하위 자원을 URL로 지칭하고 있어야 한다. 최상위 자원 URL ->
최상위 자원 정보 (하위 자원에 대한 URL 포함) -> 하위 자원에 대한 URL과 같은 순서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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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 상태코드의 사 용 방 법
�

HTTP 상태코드에 정의된 원래 의미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HTTP 상태코드
는 인터넷 표준을 관리하는 기관 중 하나인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에서 HTTP Status Code Registry「http://www.iana.org/assignments/http-statuscodes/http-status-codes.xhtml」
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

기존에 정의된 상태코드 이외에 에러를 표현하는 등의 목적으로 임의의 코드를 정의하지 않
도록 한다. (API 자체의 에러를 표현하기 위해 7xx 대역으로 에러 코드를 정의하는 등의 일
을 하지 않아야 한다.)

�

너무 많은 상태코드를 적용하면 개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10개 전후의 상태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HTTP 상태 코드 중 널리 사용되는 코드의 의미와 REST API에 적용 시 사용방법은 <표
4.2-1>에 정리하였다.
< 표 4.2-1 : HTTP 상태 코드의 의미 및 사용 방법 >
코드
1xx Informational

2xx Success

의미 및 사용 방법
요청을 받았고 계속 처리한다는 의미이나 REST API에는 필요하지 않다.
요청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는 의미이다.
새로운 URL이 가리키는 자원이 생성된 경우 반드시 201(CREATED),
비동기로 실행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202(ACCEPTED)도 리턴 가능(선택적),
DELETE 요청의 성공 코드로 204(NO CONTENTS)를 리턴,
그 외 요청이 성공한 경우에는 200(SUCCESS)를 리턴한다.

3xx Redirection

HTTP 리다이렉션을 의미한다
REST에서는 자원의 위치를 URL로 리턴하면 클라이언트에서 해당 위치에 접근할 지를 결정하
므로 사용할 일은 많지 않다.
리다이렉션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4xx Client Error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오류가 있다는 의미이다.
요청 파라미터 등 API 구문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400(Bad Request),
인증 오류인 경우에는 401(Unauthorized),
접근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403(Forbidden),
요청한 URL에 매핑된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404(Not Found),
허용되지 않는 HTTP 메소드를 요청한 경우에는 405(Method Not Allowed)

5xx Server Error

서버에서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서버에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 500(Internal Server Error)를 리턴한다.
500 이외의 에러 코드는 웹서버나 프록시 서버 등에서 리턴하도록 하고 REST API 수준에서는
500 에러 코드와 응답 내용에 에러 코드 및 메시지를 담아서 리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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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형 식
�

REST API의 응답은 보통 JSON과 XML을 주로 사용한다.

�

JSON은 페이로드가 적고,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파싱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XML은
복잡한 문서인 경우 엘리먼트와 속성을 분리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JSON과 XML 등 여러 가지 응답 형식을 지원하는 경우 HTTP 헤더의 Accept 속성에
application/json, application/xml 등을 명시하거나 쿼리 문자열의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
있다. 헤더와 쿼리 문자열의 요청 타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에러를 리턴하거나 우선 순위를
명확히 적용하여야 한다.

�

JSON에서 숫자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바스크립트는 정수와 부동소수를
구별하지 않고 IEEE 754 배밀도(double precision)만 지원한다. 따라서 JSON의 표현 가능
한 정수 범위는 -253 +1부터 253- 1의 범위에 국한된다. -(263)부터 263 - 1의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와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

JSON 형식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ECMA-404, RFC 7159 등을 참고한다.

□ 에러 응답
�

에러 응답은 앞서 설명한 대로 HTTP 상태 코드 500을 리턴하고 메시지 바디에 JSON 등 요
구하는 형식의 응답을 리턴한다.

�

에러 메시지 바디에는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를 분리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된다.

�

에러 코드는 언어별로 동일하게 하고 에러 메시지를 언어 별로 다르게 처리하면 사용자가 에
러를 파악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 다 중 언 어 지 원 및 인코딩
�

다중 언어는 HTTP 요청의 헤더 부분에 명시된 언어에 따른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언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영문 에러 메시지를 리턴하면 된다.

�

언어 별로 인코딩이 달라지지 않도록 인코딩은 UTF-8로 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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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표 4.2-2 : REST AP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들 >
참고 자료
Microsoft REST API 가이드라인
Google JSON 스타일 가이드
XML->JSON 변환 시
JSON 스타일 패턴들

URL
https://github.com/Microsoft/api-guidelines/blob/master/Guidelines.md
https://google.github.io/styleguide/jsoncstyleguide.xml
http://wiki.open311.org/JSON_and_XML_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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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야별 기술 가이드라인

5. 분야별 기술 가이드라인
5.1 인프라(IaaS) 공통관리기능 상호운용성 확보
5.1.1 관련 표준 및 오픈소스
□ 인프라 공통관리기능 관 련 국 제 표 준
�

3장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IaaS 분야는 대상 리소스의 수가 한정적이고, 각 리소스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직관적이어서 전송, 구문, 의미 데이터, 행위 레벨을 포괄하는 세부적인 국제 표
준들이 제정되어 있다.

�

인프라 공통관리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표준들이 존재하지만(<첨부 3> 참고) 표준에 대한 지
속적인 개정과 도입 및 참조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DMTF의 CIMI, OGF의 OCCI, 그리고
SNIA의 CDMI가 가장 대표적인 표준이라고 볼 수 있다.

�

다만, CDMI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특화된 표준이므로 본 절에서는 CIMI와 OCCI에 대해
서만 상세히 가이드하고자 한다.

�

향후 제정될 가이드라인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관리 등 공통관리기능 상호
운용성의 고도화 측면에서 OASIS의 TOSCA나 CAMP 등의 표준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

클라우드 상호 운용성 설계를 위한 표준 - CIMI
- CIMI(Cloud Infrastructure Management Interface)는 DMTF(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의 CMWG(Cloud mangement working group)에서 정의한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모델에 관한 표준이다.
- CIMI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관리 및 클리우드 서비스 생명주기 전반의 동작과 속성에 관한
모델을 제공한다.
- 클라우드 도입 시 필수적인 클라우드 자원이 누락되지 않고 설계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한
참조자료로 CIMI를 활용할 수 있다.

�

클라우드 상호 운용성 기능 구현을 위한 표준 - OCCI
- OCCI(Open Cloud Computing Interface)는 OGF(Open Grid Forum)에서 제공하는
공개 커뮤니티 주도의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를 위한 API와 프로토콜 명세들의 집합이다.
- 초기에는 IaaS 모델의 서비스들을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API를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
하였고, 현재는 배포, 확장성, 모니터링 작업을 위한 상호 운용 가능한 도구들의 개발에 활
용될 수 있도록 확장되고 있다.
- OCCI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표준은 2011년 4월에 버전 1.1이 발표되었으며, 명세서는
OCCI Core, Infrastructure, HTTP Rendering 3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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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공통관리기능 관 련 오픈소스
�

클라우드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도구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
력이 필요한 일이므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관리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분석 대상으로는 최근 몇 년 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솔루션 중
사용자 수와 문서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RightScale, Scalr, ManageIQ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

분석 대상 솔루션들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가상화 환경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러한 기능들은 오픈 API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

비록 제공된 API가 국제표준은 아니지만 다양한 인프라를 동일한 관리 API를 통해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관리기능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RightScale
- RightScale은 2007년 출시 이후 클라우드 관리를 위한 벤치마크 툴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을 AWS나 기타 다른 클라우드에 손쉽게 배포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크게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 관리 기능, 클라우드
분석 기능, 셀프서비스 포탈과 서버 템플릿 및 다양한 관리 도구 등을 제공한다.
- Amazon, Google, MS Azure, RackSpace, IBM SoftLayer, OpenStack, CloudStack,
VMware vSphere와 같은 다양한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한다.
- RightScale은 현재 한 개의 계정, 5명의 사용자에 한해 60일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Commercial 라이센스로 운영되고 있다.
- 그림 5.1-1는 RightScale을 사용하면 대시보드를 통해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종류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그림 5.1-1 : RightScale 대시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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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r
- Scalr는 2008년에 시작된 오픈소스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으로 퍼블릭, 프라이빗 그리고 하
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 Scalr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은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클라우드 관리 포탈
은 PHP로 개발되었으며, 각각의 Scalr 컨트롤러에서 실행되는 Scalarizr라는 이름의 에이
전트는 파이썬으로 개발되었다.
- 일반적으로 IT관리자가 사용하는 전통적인 관리 프레임워크의 초점을 두고, 가상 머신을 제
공하는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DevOps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 Scalr는 삼성전자, NASA, Oracle 및 Expedia 등 700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범
위한 분야 및 다양한 기능을 시연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엔터프라이즈 최종 사용자이지만
Scalr에는 서비스 공급자 고객도 일부 있다.
- Apache2.0 라이센스하에 오픈소스인 Scalr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은 온 프레미스 라이센스
및 호스팅 된 SaaS 오퍼링으로 제공된다. 대부분의 기업은 보안 정책, 운영위험, 규정 준수
및 규제, 기타 우려 사항 때문에 온-프레미스 옵션을 선택한다.
- 그림 5.1-2는 Scalr 대시보드를 통해 클라우드 사용량 정보와 빌링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그림 5.1-2 : Scalr 대시보드 >

�

ManageIQ
- ManageIQ는 2007년 VM 관리 툴로 출시되었다. 처음에는 상용제품이었지만 레드햇에
2012년 인수되었고, 2014년부터 오픈소스로 공개되었다.
- 레드햇의 CloudForms는 ManageIQ의 안정화된 버전을 패키징하여 기술지원을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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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으로 기능은 동일하다.
- ManageIQ를 사용하면 AWS, Azure 등의 상용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 VMWare
ESXi, Openstack 등으로 구축된 사설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 ManageIQ는 관리 대상을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VMWare ESXi 등은 인프라스트럭처로 관리되며, AWS, Azure 등은 클라우드
로 관리된다. OpenStack의 경우는 인프라스트럭처와 클라우드로 모두 관리할 수 있다.
- 대시보드를 통한 통합 관리 기능 뿐만 아니라 루비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관리 작업을 자동
화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 그림 5.1-3은 ManageIQ에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형태로 오픈스택을 위한 관리 기능을
보여준다. 오픈스택 이외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도 동일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 그림 5.1-3 : ManageIQ 대시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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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표준과 표준 참조 구현체에 대한 분석 결과 및 활용 방안
□ DMTF의 CIMI(Cloud Infrastructure Management Interface)
�

DMTF(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의 CIMI(Cloud Infrastructure
Management Interface)는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를 간편화하며 서로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
서 서비스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를 위한 클라우드 관리
인터페이스 표준이다.

�

CIMI는 현재 CMWG(Cloud Management Working Group)에 의해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CIMI 명세서(CIMI Specification)와 CIMI 프라이머(CIMI Primer)는 2.0.0
버전으로 2016년 8월 9일에 공개가 되었으며, CIMI XML 스키마(CIMI XML Schemas)
는 2016년 4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

CIMI 표준 문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으며, 현재 제공하는 최근 공개 문서는 아래와
같다.
- URL : http://www.dmtf.org/standards/cmwg
< 표 5.1-1 : DMTF에서 제공하는 CIMI 최신 명세 >
표준 명세

설명

Cloud Infrastructure Management Interface(CIMI) Model
and RESTful HTTP-based Protocol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를 위한 표준 모델 및 표준 오퍼레이션
규약 명시

CIMI XML Schema

CIMI 표준 모델 표현을 위한 XML 스키마

Cloud Infrastructure Management Interface(CIMI) Primer

CIMI 프로토콜 일반적인 활용 사례들을 설명한 시나리오들을
포함

Cloud Infrastructure Management Interface(CIMI) Use
Cases

CIMI 표준 모델에서 향후 제공할 기능 개발을 위한 유즈케이스
정의

Cloud Infrastructure Management Interface(CIMI)
Extensions

CIMI 표준 기반 기능 확장을 위한 방법 명시

�

CIMI Model and RESTful HTTP-based Protocol
- CIMI Model and RESTful HTTP-based Protocol 문서에는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자원
관리를 위한 논리적인 모델과 관리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 CIMI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단일 클라우드 서비스 소비자와 복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간에 표준화된 상호운용이 가능하다.
- CIMI 오퍼레이션은 REST 규약의 HTTP 프로토콜로 JSON 혹은 XML 형식의 메시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 CIMI 모델은 CIMI Provider, System, Machine, Volume, Network 및 모니터링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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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항목으로 분류되며, 그림5.1-4은 CIMI 모델에서 제공하는 6개의 항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 그림 5.1-4 : CIMI 표준자원 구성 모델 >

- CIMI 모델 중 CIMI Provider에 해당하는 Cloud Entry Point는 IaaS로의 진입점으로써
CIMI Consumer가 사용 가능한 모든 리소스 자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Systems, SystemTemplates, Machines, MachineTemplates와 같은 30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 CIMI 모델의 Cloud Entry Point가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와 상세내용은 다음 PDF 문서의
66 페이지를 참조할수 있다.
∙ Document : http://www.dmtf.org/sites/default/files/standards/documents/
DSP0263_2.0.0.pdf
- CIMI 모델의 System 자원은 Networks, Volumes, Machines와 같은 자원들을 그룹화한
하나의 단위로 각 자원들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하고 있다.
- System 자원은 Creating, Starting, Started, Stopping, Stopped, Pausing, Paused와
같은 상태를 가지며, Collection 형태의 machines, credentials, volumes, networks,
networkServices, services, meters, eventLog를 가질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상세한 정보
들은 DSP0263_2.0.0.0 PDF 문서 74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Machine 자원은 CPU와 메모리와 같은 자원정보를 캡슐화하고, 이에 대한 컴퓨트 인스턴스
자원을 의미한다. Machine에는 Creating, Starting, Started, Stopping, Stopped와 같은
14개의 상태 정보가 있으며, cpu, memory, disks와 같은 10개의 속성정보와 eventLo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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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이는 DSP0263_2.0.0.0 PDF 문서 87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Volume 자원은 블록 스토리지나 파일 시스템 레벨의 스토리지를 의미하며, 컴퓨트 자원의
인스턴스와 매핑된다. Volume는 Creating, Available, Capturing, Restoring, Deleting,
Error와 같은 상태를 가지며, 이외에 type, capacity, bootable, images, meters와 같은 속
성 정보를 가진다. DSP0263_2.0.0.0 PDF 문서 105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Network 자원은 엔드포인트에 정의된 세그먼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각 네트워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그먼트를 갖는다.
∙ 각 세그먼트는 단일 프로토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 각 세그먼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드포인트 주소를 가질 수 있다.
∙ 각 엔드포인트는 하나의 세그먼트와 매핑될 수 있다.
∙ 각 엔드포인트는 하나의 단일 인터페이스와 매팽될 수 있다.
∙ 하나의 인터페이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드포인트와 매핑될 수 있다.
∙ 하나의 네트워크는 계층 구조로부터 그 하위의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다.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는 추가기능을 제공하기위해 하나의 네트워크와 매핑될 수
있다.
- Network 자원은 Creating, Starting, Started, Stopping, Stopped, Deleting, Error와 같
은 상태를 가지며, 콜렉션 형태의 segments, services, subnetworks, meters, eventLog
와 같은 속성을 가진다. DSP0263_2.0.0.0 PDF 문서 111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Monitoring 자원은 프로바이더에 의해 수행된 프로세스를 표현하며, 이러한 프로세스를
Job Resouce라 한다. Job에는 Queued, Running, Failed, Success, Stopping, Stopped
와 같은 상태가 있으며, targetResource, affectedResources, action과 같은 9개의 속성이
있다. DSP0263_2.0.0.0 PDF 문서 138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CIMI XML Schema
- CIMI XML Schema는 2012년 8월에 1.0.0 버전으로 최초 공개되었으며, 2014년 2월에
1.0.2 버전이 최종 버전이다.
- CIMI XML Schema는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인터페이스를 표현하기 위한 XML 스키마를
정의하고 있으며, 아래 UR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URL : http://schemas.dmtf.org/cimi/1/dsp8009_1.0.2.xsd
- CIMI XML Schema에서는 CIMI 명세서(Specification)에서 정의하고 있는 CIMI 모델의
Cloud Entry Point와 여기에 system, machine, credential, network와 같은 속성들이 포
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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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MI Primer
- CIMI Primer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기능들을 API 활용 시나리오로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클라우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한 문서이다.
- CIMI Primer는 2012년 8월에 1.0.0 버전으로 최초 공개되었으며, 현재 2016년 8월에
공개된 2.0.0 버전이 최종 버전이다.
- CIMI Primer는 다음 UR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URL : http://www.dmtf.org/sites/default/files/standards/documents/
DSP2027_2.0.0.pdf
- CIMI Primer에는 총 7가지의 사용자 시나리오를 가이드하고 있으며, 자원 모델링 방법과
자원의 종류와 각 자원의 관계를 이미지로 표현하고, 그에 대한 JSON 및 XML 예제가
안내되어 있다.
- CIMI Primer에서 안내되는 사용자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으며, 문서 11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새 인스턴스 생성
∙ 인스턴스에 새 볼륨 추가
∙ 템플릿을 사용한 새 인스턴스 생성
∙ 볼륨 확장을 이용한 인스턴스 생성
∙ 시스템 템플릿 정의 및 사용
∙ 시스템 템플릿 수정
∙ 프로바이더 응답 및 특별 케이스에 대한 리턴 값 확인
- 예를 들어 새 인스턴스를 생성할 경우 12단계의 API 호출을 통해 이루어 지며, 각 단계마다
호출해야할 API의 URI 및 Method, 그리고 Response에 대한 예제가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다. 아래 예제는 CloudEntryPoint를 검색하는 예이다.

GET /CEP HTTP/1.1

HTTP/1.1 200 OK
Content-Type: application/json
{ "resourceURI": "http://schemas.dmtf.org/cimi/2/CloudEntryPoint",
"id": "http://example.com/CEP",
"baseURI": "http://example.com/",
"resourceMetadata": { "href": "http://example.com/resourceMetadata" },
"machines": { "href": "http://example.com/machines" },
"machineConfigs": { "href": "http://example.com/machineConfigs" },
"machineImages": { "href": "http://example.com/machineImages" },
"credentials": { "href": "http://example.com/credential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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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모델링에서는 이미지로 자원을 표현할 때의 규칙과 배열과 컬렉션을 사용하여 1대N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규칙, 템플릿 메카니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그림과 함께
예로 안내되고 있다. 자원 모델링은 문서 34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5.1-5는 Cloud Entry Point에 연결된 다른 자원들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Cloud
Entry Point는 다수의 자원을 가지며, 메타데이터(ResourceMetadata), 시스템(System),
머신(Machine), 인증(Credential)과 2개의 시스템, 머신 템플릿을 갖는다.

< 그림 5.1-5 : CIMI Cloud Entry Point 자원들 >

- 그림 5.1-6은 머신과 관련된 자원을 보여주고 있다. 머신은 머신템플릿에 의해 생성이 되며,
머신템플릿은 머신 환경, 머신 이미지, 인증, 볼륨과 볼륨템플릿, 네크워크 인터페이스템플릿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머신에는 디스크, 머신이미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볼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 그림 5.1-6 : Machine 자원 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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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7는 머신이 생성되는 시스템에 관련 자원 정보를 모델링한 것으로 시스템은 시스
템템플릿에 의해 생성된다. 시스템 템플릿에는 컴포넌트 명세서와 서비스 명세서로 이루어
진다. 컴포넌트 명세서에는 머신템플릿, 볼륨템플릿, 네트워크템플릿, 인증 템플릿과 시스
템템플릿을 참조하며, 머신, 볼륨, 네트워크, 인증, 시스템 자원을 참조한다.

< 그림 5.1-7 : SystemTemplate 자원 그룹 >

�

CIMI Use Cases
- CIMI Use Cases는 2014년 12월에 1.0.0 베타버전으로 공개되어 2015년 3월에 1.0.0
정식버전으로 공개되었다.
- CIMI Use Cases에는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사용 사례를 다이어그램과
API 예제로 보여주고 있으며, 사용 사례 예는 아래와 같다.
① 비즈니스 연속성/재해 복구 관리 사용 사례
② 서비스 수준 정책 관리 사용 사례
③ 로그 및 메타데이터 관리 활용 사례
④ 멀티 클라우드 관리 사용 사례
⑤ OVF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사용 사례
⑥ 자원 그룹 관리 및 제어 사용 사례
- 본 가이드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위의 사례 중 ②,③,④에 대해 <첨부 5>에서 자세히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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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MI Extensions
- CIMI Extensions는 2015년 3월에 1.0.0 알파버전으로 공개되었다, 현재 계속해서 업데
이트 중이며, 아래 URL에서 해당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 URL : http://www.dmtf.org/sites/default/files/standards/documents/
DSP2041_1.0.0a.pdf
- CIMI Extensions는 CIMI 표준 기반 기능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CIMI
Extensions에 포함된 확장 기능들은 단독으로는 구현될 수 없으며 CIMI 표준 기반 기능과
함께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확장 기능들은 향후에 표준 기반 기능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실험적인 기능들이다.
- 1.0.0 알파버전에는 at/crontab 유틸리티를 활용해서 POSIX 호환 운영체제에서 작업을 스
케줄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확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확장 설계 및 근거
∙ 기존 CIMI 기능 확장 및 프로파일
∙ 추가 자원 및 기능
∙ 구현시 고려사항

□ OGF(Open Grid Forum)의 OCCI(Open Cloud Computing Interface)
�

OGF(Open Grid Forum)의 OCCI(Open Cloud Computing Interface)는 초기에는 IaaS
모델 기반 서비스들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배포, 자동 확장 및 모니터링 등
의 일반적인 관리 작업을 위한 원격 관리 API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

현재는 모든 종류의 관리 작업을 위한 프로토콜과 API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OCCI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표준은 2011년 4월에 버전 1.1이 발표되었으며, 명세서는 크게 OCCI
Core, Infrastructure, HTTP Rendering 3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 표 5.1-2 : OCCI 1.1 표준에 포함된 명세서 >
명세서

설명

OCCI Core

OCCI를 구성하는 코어 모델에 대해 정의

OCCI Infrastructure

IaaS 도메인을 위한 확장 타입으로 IaaS 자원의 유형과 그 자원의 속성 및 행위를 정의

OCCI HTTP Rendering

Restful OCCI API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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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8 : OCCI 서비스 제공구조 >

�

그림5.1-8 OCCI 서비스 제공구조는 최종 사용자나 시스템 인스턴스 등의 서비스 이용자가
HTTP REST API로 OCCI에 접근하여 다양한 클라우드 자원을 상호 운영하는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도식화 한 것이다. OCCI는 다양한 종류의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API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다중 클라우드 환경의 자원들에 대해 상호운용성을 제공한다.

�

OCCI Core Model v1.1은 그림 5.1-9과 같이 메타 모델 기반 객체지향 방식의 Core 모델을
가지며, 분야 별로 모델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리소스 모델링 프레임워크를 가진다.

�

카테고리(Category)는 각 자원의 인증을 위한 URI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카테고리에는 어
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속성(Attribute), 명령을 수행할 액션(Action), 다양한 종류
의 개체를 표현하기 위한 카인드(Kind)와 네트워크와 같은 인스턴스의 확장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믹신(Mixin) 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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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9 : OCCI 코어 모델 >

�

OCCI Infrastructure v1.1은 다중 클라우드 환경으로 확장된 인프라를 정의한 것으로 아래
그림 5.1-10는 OCCI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이다.

�

OCCI Infrastructure에는 여러 종류의 자원이 존재하며, 인스턴스 생성을 위한 컴퓨트, 인스
턴스에 할당되는 블록 스토리지와 여러 다양한 개체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IP를 할당하기 위한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다.

< 그림 5.1-10 : OCCI 인프라스트럭처 다이어그램 >

�

인스턴스와 자원이 어떻게 매핑 되는지를 관리하는 링크에는 스토리지 링크와 네트워크인터
페이스 링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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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클라우드 인스턴스에 대한 자원을 접근하기 위한 스키마가 존재하며, 아래 표 5.1-3는
인스턴스 자원을 접근하기 위한 링크이다.
< 표 5.1-3 : 인스턴스의 상세 자원 접근 링크 >
용어

스킴

제목

연관된 카인드

compute

<schema>/infrastructure#

Compute Resource

<schema>/core#resource

storage

<schema>/infrastructure#

Storage Resource

<schema>/core#resource

storagelink

<schema>/infrastructure#

StorageLink Link

<schema>/core#link

network

<schema>/infrastructure#

Network Resource

<schema>/core#resource

ipnetworking

<schema>/infrastructure/ne
twork#

IP Networking Mixin

-

networkinterface

<schema>/infrastructure#

NetworkInterface Link

<schema>/core#link

ipnetworkinterface

<schema>/infrastructure/ne
tworkinterface#

IP NetworkInterface Mixin

-

�

OCCI는 현재 다양한 클라우드 관리시스템과 라이브러리에서 지원된다. OCCI 구현체의 자
세한 목록은「http://occi-wg.org/community/implementation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중 rOCCI(Ruby OCCI Framework)와 ooi(OpenStack OCCI
Interface)에 대해서만 소개한다.

�

본 절에서는 rOCCI와 ooi에 대한 개요만 소개하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 6>에서 설명한다.

�

rOCCI(Ruby OCCI Framwork) 소개
- rOCCI(Ruby OCCI Framework)는 Ruby로 구현되어 있으며, 다양한 클라우드 관리 시스
템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프록시 서버와 CLI 커맨드인 클라이언트로 구성된다.
- 지원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는 Open Nebula, Apache CloudStack, VMWare, EC2
등이 있으며, rOCCI 클라이언트는 OCCI 서비스의 클라이언트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 rOCCI에는 크게 rOCCI-core, rOCCI-api, rOCCI-cli, rOCCI-server로 구성되며, 2014
년 10월 4.3.2 버전을 마지막으로 커밋이 종료되었다.
- 커밋이 종료된 이유는 OCCI 1.1 명세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측
되며, 1.2 명세가 발표되면 다시 활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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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11 : rOCCI 시스템 구조 >

- rOCCI의 시스템 구조는 그림 5.1-11와 같다. REST API 요청은 Apache 웹서버나
NGINX로 처리된다. 웹서버는 요청을 시나트라(Sinatra)로 전달하고 시나트라에서 해석된
요청은 백엔드 매니저를 통해 수행된다.
- 백엔드 매니저(Backend Manager)는 XML-RPC로 연동되는 OpenNebula 백엔드, EC2
API로 연동되는 EC2 백엔드 및 개발과 테스트를 위한 Dummy 백엔드를 관리한다. 수행
결과는 결과 렌더링 모듈에 의해 텍스트나 JSON으로 변환되어 사용자에게 리턴된다.

�

ooi(OpenStack OCCI Interface) 소개
- ooi는 오픈스택을 위한 OGF(Open Grid Forum)의 OCCI(Open Cloud Computing
Interface) 구현체로 파이썬 2.7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현재 최신 버전은 0.3.2이며, 메인 개
발자 3명을 포함해서 소수의 기여자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 ooi 문서는 현재 0.3.2 버전으로 사용자와 개발자 문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Kilo 버전에서
문서 업데이트가 종료되었다. ooi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 문서 : https://ooi.readthedocs.org/
∙ 패키지 : https://launchpad.net/~ooi/+archive/ubuntu/archive
∙ 소스코드 : https://github.com/openstack/ooi
∙ 코드리뷰 : https://review.openstack.org/#/q/status:open+project:openstack/ooi,n,z
- ooi는 오픈스택의 API 앞단에서 오픈스택으로 들어오는 요청을 변환하는 WSGI 미들웨어로
구현되었다. 그림 5.1-12는 오픈스택 OCCI 인터페이스 구조로 오픈스택 내에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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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tack API와 OpenStack Public API 사이에서 오픈스택 자원을 모니터링하고 오픈
스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 그림 5.1-12 : OpenStack OCCI Interface 구조 >

□ 요약
�

DMTF의 CIMI는 다양한 클라우드 자원 관리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정
책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 구현을 위한 REST API는 어떻게 설계를 하면 되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OGF의 OCCI는 다양한 IaaS에 대해 관리 기능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 모델,
API 명세와 참조 구현체를 제공하고 있어 상호운용성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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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오픈소스 분석 및 활용 방안
�

다양한 IaaS에 대해 관리 기능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오픈소스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인프라 공통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들을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 오픈소스 비 교 분 석
�

앞서 설명한 3가지 오픈소스(RightScale, Scalr, ManageIQ) 중 RightScale은 현재
Commercial 라이선스로만 운영되어 본 비교에서는 제외하였다.

�

비교 분석은 아래 기능들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 시스템 확장성(Scalability) : 병목현상 발생 시 시스템 확장 가능 여부
- 보안 모델 : 계정 관리 및 접근 제어 수준 (단일 계정 대상/다중 계정 통합 관리 가능 여부)
-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지원 :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지원 여부
- 미터링 및 빌링 :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미터링 및 빌링 관리 여부
- 클라우드 자원 관리 기능 : 인스턴스,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자원에 대한 관리 기능
- 마켓플레이스 : 서비스 카탈로그를 지원하는 마켓플레이스 기능 지원 여부
- 자동화 및 API : 클라우드 자원 관리시 자동화 지원 및 API 지원 여부
- 모니터링 : 클라우드 자원 모니터링 특징

�

분석 결과는 표 5.1-4과 같다.
< 표 5.1-4 : 클라우드관리플랫폼 기능 분석표 >
기능

Scalr

ManageIQ

라이선스

Apache 2.0

과거 Apache 2.0, GPL 2.0 듀얼 라이선스였으나
현재는 Apache 2.0만 해당 (2016.04 변경됨)

개발언어

Python

Ruby on Rails

아키텍처
확장성

모든 구성 요소는 수직 확장(VM CPU, 메모리 등
증설)만 가능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는 수평 확장
(클러스터링) 가능.

보안모델

계정의 범위 외부의 리소스에 접근 불가 (개별 가
시 영역)

관리자가 서브 관리자를 지정하여 권한을 공유할
수 있음 (단일 가시 영역)

-

- Virtualization : VMwate vSphere, oVirt, MS
System Center(scvmm)
- Private Cloud : OpenStack
- Public Cloud : AWS, MS Azure, Google
Cloud

지원가능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Amazon EC2
RackSpace Open Cloud
Google Compute Engine
IDC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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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지원가능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Scalr
-

OpenStack
CloudStack
MS Azure
VMware vSphere

ManageIQ
-

SDN : OpenStack Neutron
Middleware : WindFly/Hawkular
Containers : Kubernetes, OpenShift
Automation/Configuration : Ansible Tower,
Foreman

인스턴스 유형에 따른 각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정
의한 요금제로 EC2같은 경우에는 AWS API를 통
해 가지고 옴.

USD, EUR, GBP, JPY등의 통화를 지원하며,
Memory, CPU, Storage에 대한 빌링을 지원함.

클라우드
자원 관리
기능

인스턴스 관리를 위해서는 에이전트 설치 필요
- 다중 클라우드
- 자동 크기 조정
- 볼륨 관리
- 보안 그룹 관리
- 인스턴스 네트워크

VMFS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에이전트 설치
불필요
인스턴스 관리 지원
- 인스턴스 생성/종료
- 인스턴스 일시중단/재개
- 인스턴스 네트워크
- 인스턴스 오케스트레이션
- 스토리지 관리 등

마켓
플레이스

전역으로 사용가능한 역할, 이미지 그리고, 스크립
트 지원

서비스 카탈로그 지원
클라우드에서 하나 이상의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필요한 구성 요소

자동화 및
API

인스턴스 관리를 위한 별도의 도구를 제공하지 않
음.

자동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

모니터링

Scalarizr 에이전트는 인스턴스 활용도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되며, 네트워크, CPU, 메모리를 모니터
링 함.

메모리, CPU, 스토리지와 같이 인프라를 모니터링
하면 알람 설정에 따른 실시간 알림을 지원함.

미터링
및 빌링

�

Scalr와 ManageIQ의 오픈소스 활동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master 브랜치 커밋을 기준으로
컨트리뷰터 활동을 분석해 보았고 그 결과는 그림 5.1-13과 같다. Scalr와 ManageIQ 모두
컨트리뷰터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ManageIQ가 Sclar에 비
해 높은 활동 빈도수를 보였다.
- Scalr의 경우에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의 커밋 활동 내역 차트를 분석해 보면
14명의 컨트리뷰터가 소스를 수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ManageIQ의 경우에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의 커밋 활동 내역 차트를 분석해
보면 169명의 컨트리뷰터가 활동하고 있다. ManageIQ가 오픈되었던 2013년과 2014년 5
월까지는 거의 활동이 저조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매우 활발한 활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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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r 컨트리뷰터 활동 빈도

ManageIQ 컨트리뷰터 활동 빈도

< 그림 5.1-13 : 컨트리뷰터 활동 빈도 >

�

최근의 활동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6년 11월 16일을 기준으로 일년/일주일 사이의 커밋
한 횟수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5.1-14와 같다.
- Scalr의 경우에는 지난 일년동안 지난 12월, 1월, 6월, 9월, 10월에 최소의 활동을 해 왔음
을 알수 있으며,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월요일 하루만 단 2번의 커밋만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ManageIQ는 최근 일년동안 상당히 활발한 커밋 활동을 해왔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 일주
일동안에는 월,화,수 3일동안 커밋 활동을 했으며, 화요일에는 무려 30번의 커밋 활동이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 컨트리뷰터 활동수를 통하여 최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클라우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성능개선을 하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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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r의 최근 1년과 일주일 동안의 커밋 현황

ManageIQ의 최근 1년과 일주일 동안의 커밋 현황

< 그림 5.1-14: 최근 1년과 일주일 동안의 커밋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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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IQ와 Scalr는 Apache 라이선스로 부담없이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또 Scalr나
ManageIQ는 유사한 아키텍쳐를 가지고 있고, 완성도와 문서화의 정도, 최근 오픈 소스 활동
경향을 볼 때 ManageIQ의 활용성이 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지면상 두 가지를 모두 소개하기 어려우므로, ManageIQ를 예
시로 분석하여 안내하였다. Scalr 등 다른 오픈소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활
용이 가능하다.

□ ManageIQ 개 요
�

가상화 환경, private 클라우드 및 hybrid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관리 및 자동화 플랫폼
이다.

�

오픈소스 명과 동일한 ManageIQ는 2006년에 설립된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로 2007년에
VM 관리 툴을 출시한 후 2008년에 최초의 Enterprise Virtual Manager를 개발하였다. 이
후, 2012년에 RedHat에 인수되었고, 2013년에 OpenStack Cloud Provider를 추가하면서
2014년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었다.

�

Ruby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Apache 2.0 라이센스로 운영되고 있다.

�

그림 5.1-15와 같이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으며 가상서버 뿐만 아니라, 컨테
이너와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가상자원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다.

< 그림 5.1-15 : ManageIQ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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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IQ 공식 문서에 의하면 ManageIQ를 사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
- Continuous Discovery : 가상화, 컨테이너,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관리 시스템에
ManageIQ를 연결하면 자원현황, 자원들간의 관계 및 변경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발견
할 수 있다.
- Self-service : 리소스 번들을 정의하고, 최종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카탈로그에 리소스 번들을 게시한다. 프로비저닝 된 후에는 정책, 규정 준수, 위임
작업, 지불 거절, 퇴직을 포함한 서비스의 전체 수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다.
- Compliance : VM, 호스트 및 컨테이너의 내용을 스캔하여 고급 보안 및 규정 준수 정책을
만들기 위한 자동 검색 데이터와 결합한다. 또한 컨텐츠 검색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작동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VM을 작동시킬 수 있다.
- Optimization : VM, 호스트 및 컨테이너에 대한 통계는 현재 활용 범위 및 정상 운영 범위
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후 적절한 사이즈를 추천 받고,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찾기 위해
해당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용량 계획을 수행하고 시나리오를 실행한다.

□ ManageIQ 아키텍처 및 구성요소
�

ManageIQ Management Engine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상 환경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찰
력, 제어 및 자동화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기존 가상 인프라가 있는 기업이 가시성 및 제
어 기능을 향상시키고, 가상화 배포를 시작하여 잘 관리된 가상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한다.

�

ManageIQ Management Engine은 그림5.1-16에 참조할 수 있듯이 아래와 같은 기능으로
구성된다.
- Insight(통찰력) : 발견, 모니터링, 사용률, 실적보고, 분석, 지불거절 및 추세
- Control(제어) : 보안, 규정준수, 경우 및 정책 기반 리소스 및 환경 설정
- Automate(자동화) : IT 프로세스, 작업 및 이벤트, 프로비저닝 및 워크로드 관리 및 오케
스트레이션
- Integrate(통합) : 시스템 관리, 도구 및 프로세스, 이벤트 콘솔, 구성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
이스(CMDB), 역할 기반 관리(RBA) 및 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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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16 : ManageIQ 상위레벨 아키텍처 >

�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Appliance
∙ 높은 보안성과 성능을 제공하는 미리 구성된 VM(Virtual Machine)이다.
∙ SSL(Secure Socket Layer) 통신을 지원한다.
- ManageIQ Server
∙ Appliance 내부에 위치하여 Smart Proxy와 VMDB의 통신을 담당하는 계층이다.
∙ SSL 통신을 지원한다.
- VMDB
∙ Appliance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외부에 위치할 수도 있다.
∙ 가상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저장소이다.
∙ Appliance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정보도 저장한다.

�

ManageIQ Console
∙ 서버와 Applianc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웹 인터페이스이다.
∙ Web 2.0 매시업 및 웹서비스(WS 관리)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

Smart Proxy
∙ Appliance가 호스트, 프로바이더, 스토리지, VM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
트웨어 에이전트이다.
∙Appliance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ESX 서버에 존재할 수도 있다.
∙Appliance로부터 VMFS로 디플로이되어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다.
∙표준 포트 443인 HTTPS(SSL)을 통해 Appliance를 작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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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서 확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ManageIQ 어플라
이언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 및 계층을 제공한다.
- 리전(Region)
∙Public, private 가상 환경에서 수집된 정보를 모으는 단위이다.
∙하나의 리전은 하나의 VMDB로 표현된다.
∙지리적으로 분산된 환경을 관리해야 할 때 해당 위치에서 데이터가 수집 되도록 한다.
∙각 리전으로 고유 식별자를 가진다.
∙모든 리전의 데이터를 복제하는 master 리전을 구성할 수 있다.(99번 리전 사용을 추천)
∙리전은 여러개의 존으로 구성될 수 있다.
- 존(Zone)
∙존은 네트웍 트래픽을 분리하고 Fail-Over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리전 내의 여러 appliance들을 기능에 따라 그룹핑이 된다.
∙Availability Zone과는 다른 개념이며,
∙각각의 appliance는 여러 개의 특화된 server role을 가질 수 있지만, role은 존에 국한
된다.
∙Server role 중 fail-over 타입은 한 가지 타입만 실행될 수 있다.
∙여러 개의 appliance가 동일한 failover role을 가지면 extra는 primary가 비활성된 경우
에만 실행된다.
∙Non-failover server role을 사용하면 여러 appliance가 동시에 실행되면서 workload에
따라 조정된다.
- 어플라이언스(Appliance)
∙서버 또는“MiqServer”
라고 하는 어플라이언스는 ManageIQ 실행 코드가 있는 가상
시스템이다.
∙VMware vSphere, RHEV, oVirt 또는 OpenStack에서 실행될 수 있는 사전 구성된 가상
어플라이언스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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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17 : ManageIQ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구성 예 >

�

그림 5.1-17은 ManageIQ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구성 예로 리전(Region) 내에 2개의 존
(Zone)이 구성되고, 각각의 존 안에 다시 여러 개의 어플라이언스가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ManageIQ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7>에서 설명한다.

5.1.4 결론
□ 인프라 공 통 관리를 위 한 표 준 및 표 준 기 반 구현체
�

DTMF의 CIMI 표준은 상호 운용을 위한 공통 자원 모델뿐만 아니라 실제 서비스 제공자 간
의 연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이러한 유스케이스와 사용 시나리오는 IaaS 관리 기능의 상호 운용성의 수준을 판단하고, 검
증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높은 활용 가치가 있다. 그러나 명세의 규모가 방대하고, 구현체가 많
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

OGF의 OCCI는 Openstack, EC2, OpenNebula 등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다수
의 구현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CIMI보다 용이하다.

�

특히 국내에서 클라우드 환경 구축에 널리 사용되는 Openstack을 지원하는 구현체가 풍부하
기 때문에 표준 API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려고 하는 경우 고려해 볼 만 하다.

�

그러나 OCCI의 경우 명세의 모든 내용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VM 템플릿을 명명하는 규칙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정의되지 않아서, 구현체와 사용하는 클라우드 환경에 따라 구현에 상이
한 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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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클라우드 간 높은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표준에 대한 보다 심도 있
는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 표준이 정의하지 못 하는 일부 부분에 대해 조속히 표준화를 진행하
여 상호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IaaS 공통관리기능 오픈소스
�

ManageIQ나 Scalr는 오픈소스이면서도 상용 제품 못지않은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

그러나 기능을 추가하거나 자동화(Automation)와 같은 고급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픈
소스 별로 기반 구조나 개발 언어를 숙지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본 가이드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ManageIQ를 예를 들어 오픈소스
클라우드 관리 도구를 분석하였다. 본 가이드에 제시한 방법을 통해 다른 오픈소스 클라우드
관리 도구의 분석도 쉽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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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애플리케이션(기업 범용 SaaS) 상호운용성 확보
�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은 그 종류가 무한하며 각 애플리케이션 별로 제공되
는 리소스 종류가 많을 수 있으므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각 영역 별로 3장에서 기술한 레벨에 따른 단계적인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4장의 전송 및 구문 레벨에 대한 기술 가이드라인은 애플리케이션 영역 별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의미 데이터 레벨의 상호운용성(의미적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
요한 개념 및 관련 표준화 현황을 각각 5.2.1과 5.2.2절에서 기술한다.

�

당해년도는 애플리케이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5.2.3절에서는
의미적 상호운용성의 기본이되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공적 표준의 내용을 기반으로 메타데이
터 제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중∙장기 연차별 상호운용성 확보 로드 맵은 <첨부 1>에서 제
시).

�

또한 산업경쟁력과 프로세스의 자동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CM(Supply Chain
Management) 등의 기업 범용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보
급되고 있고,

�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즉 SaaS의 대표적인 분야가 ERP, CRM, Groupware등 기업 범용
SaaS이므로 5.2.4절에서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산업기술정보’
에 대해 의미적 상호운용성 표
준을 적용한 예를 살펴본다.

�

이 외에 의미적 상호운용성 관련 상세 기술 및 적용 사례는 <첨부 8>에서 설명한다.

5.2.1 의미적 상호운용성 관련 개념
□ 메타데이터(Metadata)
�

사전적으로는“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로 정의되고 기술적으로는 데이터 구조를 기술하는 데이
터(<예>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표의 필드들)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서지, 관광,
지리, 교육 등 애플리케이션 각 영역별로 메타데이터 표준이 제정된다.

�

현재는 온톨로지의 등장과 함께 기계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Machine Actionable) 형태의 메
타데이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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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톨로지(Ontology)
�

관심 영역에 대한 용어(개념)와 관계들로 구성된 구조화된 사전으로서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속에는 특정 영역에 관련된 용어들이 계층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를 확장할 수 있는 추론 규
칙이 포함되어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

�

온톨로지를 구축해두면 특정 영역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설계 및 구현 단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사 소통과 요건 전달에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공통의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 간에는 의미적으로 상호운용이 가능하다.

�

온톨로지는 아래와 같이 개념, 속성, 관계, 제약조건, 공리(axiom), 인스턴스로 구성된다.
- 개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인식이나 지식
- 속성: 개념에 근본적으로 속해 있는 성질
- 관계: 개념들 사이의 상관관계
- 제약조건: 개념들 간의 관계나 속성의 값에 대한 제한 규정
- 공리: 추론의 기본이 되는 명제
- 인스턴스: 각 개념의 실례

�

그림 5.2-1은 컴퓨터 관련 기기 및 사무용품 분야에서의 온톨로지 예를 나타내는데 각 개념의
정의는 생략되어 있으며 개념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HP SpeedO’
와‘삼성 Lighting’
개념은 서로‘대체하는’관계로서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
가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이다.
-‘삼성 Lighting’
과‘삼성 LTP100’
개념은 전자가 후자를‘사용하는’관계로서 이 또한 해
당 분야의 전문가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이다.

< 그림 5.2-1 : 온톨로지의 예 - 컴퓨터 관련 기기 및 사무용품 온톨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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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모델(Meta-model)
�

관심 영역 내의 특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구문(constructs)과 규칙(rules)을 분명하
게 명시한 모델로 유효한(valid) 메타모델은 온톨로지로 볼 수 있으나 모든 온톨로지가 메타
모델로 모델링되는 것은 아니다.

�

즉, 메타모델과 온톨로지 사이에는 아주 유사한 관계가 있지만 엄밀히 동일하지는 않은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엄격한 개념적 관점보다는 의미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두 용
어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한다.

□ 메타데이터 및 메타모델에 대 한 고 찰
�

앞서 설명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메타데이터는 주로 의미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메
타모델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조합되어야 특정 영역
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첨부 8>에 소개되어 있듯이 해당 개념을 뒷받침하는 구문, 체계, 도구들이 존재하기 때
문에 시스템 구축을 통해 메타데이터 및 메타모델을 여러 사람과 기관 간에 공유, 검색, (통제
된) 개정이 가능하다.

�

따라서, 특정 영역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메타모델을 시스템으로 구축∙관리하여 공유하게 되
면 해당 영역의 애플리케이션을 기업이나 기관에서 개발할 때 기획∙설계 단계에서 뿐만 아니
라 유지∙보수 단계에서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의미에 대한 혼선을 예방할 수 있다.

�

결국에는 여러 기업이나 기관이 특정 영역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메타모델을 시스템으로 구축
하여 상호 공유하게 되면 각 기업이나 기관이 독립적으로 동일 영역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
게 되더라도 의미 데이터와 행위 레벨 상호운용성의 확보가 가능하다.

5.2.2 메타데이터 관련 표준화 현황 및 의미적 상호운용성 관련성
�

메타데이터 및 메타모델을 포괄하는 국제표준은 ISO/IEC JTC 1 SC 32의 주도하에 관리되
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생성∙변경∙소멸되는 메타데이터의 생명주기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MDR, Metadata Registry) 표준인 ISO/IEC 11179를
제정하였다.

�

ISO/IEC 11179가 제정된 이래로 ISO/IEC 19763, ISO/IEC 20943 등 MDR 내용 일관성
및 구현 개념에 관해 제정되었거나 개정되고 있는 국제 표준들은 표 5.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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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1 : 메타데이터 관련 국제 공적 표준화 현황 >
No.

명칭

1

ISO/IEC 11179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MDR) 표준

개정 중

2

ISO/IEC 20943

MDR 내용 일관성 유지를 위한 표준

개정 중

3

ISO/IEC 19763

상호운용성을 위한 메타모델 프레임워크(MFI)* 표준
* 온톨로지를 표현하기 위한 기본 메타모델 및 맵핑 규칙들을
MDR에 등록/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제정 중

4

ISO/IEC 19583

메타데이터의 개념과 사용방법을 정의

개정 중(한국 주도)

5

ISO/IEC 20944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바인딩
API

개정 중

6

ISO/IEC 13249-8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접근을 위한 SQL 지향 표준 인터페이스

제정 중

�

설명

상태

표 5.2-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ISO/IEC 표준들은 초기의 단순 메타데
이터 관리 수준에서 벗어나 온톨로지 수준의 처리도 가능하도록 발전하고 있다.

�

ISO/IEC 20943의 파트 5 메타데이터 매핑 절차 및 파트 6 온톨로지 생성 프레임워크는 국내
에서 제안한 내용이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

특히, ISO/IEC JTC 1 SC 32에서 작업중인 ISO/IEC 11179, 20943 등의 표준들이 출판된
후, 우리나라 주도로 MFI 구현을 위한 개념 및 구현 모델을 다루고 있는 ISO/IEC 19583-1,
2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동원 교수의 논문*에서는 ISO/IEC JTC 1 SC 32에서 개발한 표준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데이터
요소에 대한 의미 교환 및 공유를 위한 표준 간의 관계를 그림 5.2-2와 같이 도식화 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의미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 참조 모델”
, 한국정보과학회지 Vol.
17 No. 8, Aug 2012

�

본 가이드라인은 메타데이터 계층 대한 표준 내용을 5.2.3절에서 알기 쉽게 소개한다(가이드
라인 중장기 연차별 로드맵은 <첨부 1> 참고).

< 그림 5.2-2 : 메타데이터 표준의 클라우드 컴퓨팅 의미 상호운용성 적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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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IEC 11179
�

해당 표준은 메타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MDR: Metadata
Registry) 에 관한 표준으로 총 여섯 파트로 구성된다(표 5.2-2 참조).

�

제 1 파트에서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제 2 파트부터 제 5 파트까지는 데이터의 분류, 정
의, 명명하는 규칙 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며, 제 6 파트에는 등록 및 관리 절차에 대한 설
명이 있다.
< 표 5.2-2 : ISO/IEC 11179의 구성 >

Part No.

명칭

제정년도

개정상태

1

Framework

1999

개정중

2

Classification

2000

개정중

3

Registry metamodel and basic attributes

2003

개정3판

4

Formulation of data definitions

1995

개정중

5

Naming and identification principles

1995

개정중

6

Registration

1997

개정중

참고 1 :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ㅇ 지속적으로 생성·변경·소멸되는 메타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MDR, Metadata Registry)이다.
ㅇ MDR은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사용을 촉진하고 메타데이터가 명세 하는 데이터의
특징에 따른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즉, 메타데이터 표준을 관리하는 표준화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ㅇ 따라서, MDR을 구축하면 기관 또는 응용프로그램 간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기술된 메타데이터의 의미와 내용을
공유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ISO/IEC 20943-6
�

ISO/IEC 20943-6은 메타데이터로부터 메타모델(온톨로지)을 생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표준이다.

�

메타모델의 클래스는 개념 패키지(concepts package)와 데이터 서술 패키지(data
description package)내에 포함하고 사상 모델(mapping model)은 온톨로지 생성을 위한 제
약 조건의 집합으로 이용 한다.

�

MDR 구현 시스템에서 모든 객체 클래스와 개념 도메인을 검색하여, 이 중에서 일부 집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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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하여 온톨로지의 클래스로 정의 한다.
�

MDR 구현 시스템에 있는 관계 역할(relationship role)과 데이터 요소(data element)를 재
사용하여 온톨로지 클래스의 속성을 정의하기 위해 개념 패키지에 있는 관계 역할을 선택하
고, 온톨로지의 정의역(Domain)과 치역(range)를 설정한다.

�

예를 들어,“Ontology_Relation”
,“:사람”
,“:동물”
클래스에서“:사람”
, “:동물”
은 각각 정의
역과 치역으로서 선택 된다.

�

온톨로지 속성은 MDR 개념 패키지에 있는 관계를 참조하여 정의 한다.

�

온톨로지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 클래스 간의 서로소 집합관계 (disjoint) 로 설계 하여야 하고,
클래스들 간의 상하위 개념을 명확히 하여 순환 구조를 피하여야 한다.

�

여기서 클래스 간의 서로소 집합관계란, 동일한 수평 레벨에서 정의된 클래스들 간에 교집합
이 없고, 그 클래스들의 합집합으로 시스템 전체가 정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

예를 들어,“포도주”
를 온톨로지로 디자인 하면 같은 레벨에 존재하는 클래스들(red, white,
rose wine)을 서로소 집합 관계로 정한다.

�

만일, 서로소 집합이 아닌 관계로 온톨로지 클래스를 정의하면, 그 온톨로지 구조를 사용하여
특정 사물이나 현상을 정의할 때 다양한 인스턴스가 정의 할 수 있어 명확한 온톨로지 구현이
불가능하다

�

정의된 온톨로지 구조를 사용하면, 특정 인스턴스에 대한 클래스 구조와 속성값에 대한 구체
적인 도식화가 가능하다.

□ ISO/IEC 19763
�

최근에 제∙개정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있는 ISO/IEC 19763은 메타모델 간의 상호운용성
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MFI: Metamodel Framework for Interoperability)에 관한 표준으
로 메타데이터 표준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

메타모델은 다른 모델을 설명하는 모델로, 설명 대상이 되는 모델에 대해 모델, 모델 기반기
능, 모델 구성 요소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

메타모델의 관리대상은 타입, 문법 등의 단일한 대상에 국한된 내용 뿐 아니라 대상들간에
적용되어야 하는 관계, 관계의 유형을 나타내는 모델링 구성요소, 관계의 대상들을 포함한다.

�

전세계적으로 많은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와 메타데이터 저장소(repoistory)가 구축되어
있지만, 메타모델의 상이성 혹은 각 메타데이터가 의미하는 내용의 부조화 등으로 효율적인
상호운용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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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메타모델 프레임워크
ㅇ MFI는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상호운용하기 위한 온톨로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기반 기술들을 제공한다.
① 레지스트리의 연합이 가능하도록 메타모델을 등록하는 방법
② 다양한 모델링 구성 요소의 재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서술 및 등록 메커니즘
③ 레지스트리 컨텐츠들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모델간 매핑 및 변환 규칙 서술 및 등록 메커니즘

5.2.3 표준 기반 메타데이터 제정 및 등록 절차에 대한 지침
�

메타데이터의 품질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ISO/IEC 11179 표준에 따라 메타데
이터를 정의하여야 한다. 또 정의된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요소(data element)의 단위로 메타
데이터 레지스트리에 등록된다.

�

본 절에서는 ISO/IEC 11179 표준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한다.

□ 프레임워크(Framework)
�

ISO/IEC11179 각각의 파트들의 상호연관성과 데이터 요소의 개념 및 구성 요소에 관해 설명
한다(데이터 요소 개념과 데이터 요소의 관계는 그림 5.2-3 참조).

< 그림 5.2-3 : 데이터 요소의 기본 구성(ISO/IEC 11179 파트 1) >
�

데이터 요소(Data Element)는 데이터를 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데이터 요소 개념(Data
Element Concept)과 표현(Representation)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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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요소 개념은 객체 클래스(Object Class)와 속성(Property)으로 다시 구성되는데 객체
클래스는 생각 또는 사물 집합의 범위 및 행위로 독립적인 개념이며,

�

객체 클래스의 속성으로 객체 클래스 간 뚜렷한 구분 및 식별이 가능하고, 객체 클래스는 다른
객체 클래스를 상속받아 여러 개의 객체 클래스의 의미를 합한 것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

객체 클래스와 속성으로만 데이터를 표현하면 이용자마다 서로 데이터의 형태를 다르게 추정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요소 개념에 표현(Representation)을 추가하여 데이터 요소를
정의한다.

�

표현의 예로는 데이터 값(Value Domain)*, 데이터 타입(Data Type), 측정단위(Unit of
Measure) 등이 있다.
* 데이터 값(Value Domain) : 데이터 요소에 허용 가능한 값의 집합

�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객체 클래스에 대해 최고 속력이라는 속성이 존재한다면 자동차의 최고
속력이라는 데이터 요소 개념에 대해 킬로미터/시간 단위와 마일/시간 단위의 두 가지 표현이
존재할 수 있고, 이는 두 가지 데이터 요소로 각각 정의될 수 있다.

□ 분 류(Classification)
�

데이터 분류는 사용자가 데이터 요소들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 요소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

MDR에서 관리하는 객체 클래스, 속성, 표현, 값 영역, 데이터 요소 개념 및 데이터 요소 등
모든 항목은 분류될 수 있어야 한다.

�

메타데이터의 높은 의미적 순수성과 설계 정합성을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분류 체계를 사용
하는 것이 권장되며, 아래와 같은 유용성을 가진다.
- 추상적이고 응용 데이터 요소들의 유도와 공식화
- 적절한 속성과 속성 값 상속을 보장
- 모호성 제거
- 상위, 동등, 하위 데이터 개념들을 식별
- 데이터 요소 개념과 데이터 요소들 간의 관계들을 식별

�

분류 체계는 그 속성을 저장함으로써 MDR에 기록될 수 있으며 최소한 관리 정보와 분류체계
명을 포함해야 한다.

�

MDR에 저장될 수 있는 분류 체계의 속성들을 살펴보면 기본 정보, 정의, 컨텍스트, 분류
체계, 관리정보, 레퍼런스, 제출 정보, 승인 정보, 등록 기관 및 등록자 등에 관한 속성들이다.

�

정의에 관한 속성들을 예로 들면 정의-내용, 정의-선호되는 정의, 정의-원래 레퍼런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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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식별자등이 있다.
�

분류 체계의 속성들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하면 표 5.2-3과 같고 전체 목록은
ISO/IEC 11179-2를 참조하면 된다.
< 표 5.2-3 : 분류 체계의 대표 속성들 >
속성

빈도

데이터 요소-이름

언어 별로 하나씩

데이터 요소-언어 식별자

언어 별로 하나씩

정의-정의 내용

언어 별로 하나씩

정의-원래 레퍼런스

언어 별로 없거나 하나씩 존재

정의-언어 식별자

언어 별로 하나씩

분류 체계-타입명

분류 체계 별로 하나씩

분류 체계 항목-값

분류 체계 항목별로 하나씩

분류 체계 항목-타입명

분류 체계 항목별로 하나씩

관리 정보-항목 식별자

분류 체계 별로 하나씩

관리 정보-등록 상태

분류 체계 별로 하나씩

관리 정보-생성 일자

분류 체계 별로 하나씩

관리 정보-마지막 수정 일자

분류 체계 별로 없거나 하나씩

...

...

□ 레지스트리 메타모델(metamodel) 및 메타모델의 기 본 속 성(attribute)
�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의 메타모델은 모든 관리 대상에 공통된 세 가지 영역과 특정 유형의
관리대상에 대한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

모든 관리 대상에 공통된 세 가지 영역
- 관리 및 식별 영역: 데이터 요소 관리를 위한 항목으로 식별자 및 식별 정보, 관리정보, 담당자
정보 등이 있다.
- 명명 및 정의 영역: 사용언어의 정의 및 언어별 다양한 의미의 식별 등이 있다.
- 분류 영역: 분류체계에 대한 정보 및 분류체계의 타입 정의 뿐만 아니라 분류 체계를 구성하는
항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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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4 : 모든 관리 대상에 공통된 3개의 기능 (ISO/IEC 11179 파트3) >

�

특정 유형의 관리대상에 대한 세 가지 영역 세부설명
- 데이터 요소 개념 영역: 데이터 요소에 대한 정보 (ex. 객체 클래스 명칭, 데이터 요소 관리
정보, 데이터 요소 성질)와 개념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 요소 정보 등이 있다.
- 개념 값 도메인 영역: 개념 도메인은 데이터 요소 개념 설명이 있고, 다른 개념 도메인 관의
관계 및 특정 도메인에서 값 의미가 표현(실제 값)되어 있다.
- 데이터 요소 영역: 데이터 요소 자체에 대한 관리 정보 등이 있다.

□ 데이터 정 의 방 식(Formulation of data definitions)
�

데이터 요소의 정의를 도출하기 위한 법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규칙과 지침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의된 데이터 요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의된 데이터 요소는 개념의 본질적인 의미를 명시, 정확하고 명확, 간결, 단독으로 사용 가
능, 맥락의 이해나 배경 근거 또는 절차적 정보 없이 표현, 관련된 정의들과 동의한 의미 구조,
메타 데이터 항목의 유형에 적합하여야 한다.

�

관련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간결성을 가지고 반복 추론을 피해야 함
- 정의된 메타데이터 항목 타입에 적합해야 함
- 이론적 설명, 기능적인 사용법, 또는 절차상 정보 없이 표현이 가능하여야 함
- 되도록 단수로 표현
∙예를 들어
“물품 번호”
를 정의할 때,
“물품들을 식별하는 참조 번호”
라고 정의 하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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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물품을 암시할 수 있기에“물품을 식별하는 참조 번호”
라고 정의 하여 단수로 표현
하는 것이 적절하다.
- 설명적인 어구나 문장으로 표현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 이상의 동의어로 표현하는 것은 불충분
하므로 설명적인 어구나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매부서”
를 정의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은“부서”
이고, 적절한 정의는“기업 내에서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
이다.
- 개념의 핵심 의미를 표현
∙
“위탁 화물 선적 순서 번호”
를 정의할 때,
“위탁 화물이 트럭 안에 적재되는 순서를 식별하
는 번호”
라고 정의 하면, 위탁 화물의 운송 방법인 트럭, 선박, 화물열차 등에서 트럭으로
제한하기에 불충분하므로“위탁 화물이 특정 운송 장비에 의해 트럭 안에 적재되는 순서
를 식별하는 번호”
라고 정의하는 것이 개념의 핵심 의미를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 정확하고 모호함이 없어야 함
∙선적 수령 날짜”
를 정의 할 때,“특정 선적이 배달되는 날짜”
라고 정의하면 배송되는 장소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서 제품을 하역하는 행위로 이해 될 수 있으므로“선적이 수령하는
곳에 의해 수령되는 날짜”
로 정의해야 정의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한 가지 해석만 가능하다.
- 단독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함
∙기업 위치 도시 이름”
을 정의 할 때,“기업 위치를 참조 한다”
라고 정의하면 의미를 이해
하기 위해‘기업 위치’정의를 참조 하여야 하므로“기업이 위차한 도시의 이름”
이라고 정
의하여야 단독으로 표현 할 수 있다.
- 관련된 정의에 대해서 동일한 용어 및 일관된 논리 구조를 사용
∙기업 상품 발송 날짜”
와“상품 수령 날짜”
를 정의 할 때, 동일한 용어와 구문을 사용 한다
면 사용자는 쉽게 이해 할 수 있으므로 각각 상품이 주어진 곳으로 발송되는 날짜, 상품이
주어진 곳에서 수령되는 날짜로 정의 하여 관련된 정의에 대해서 동일한 용어 및 일관된
논리 구조를 사용하여 정의한다.

□ 명 명 및 구 별 원 칙 (Naming and identification principles)
�

데이터 요소 및 구성요소의 명명은 관련 문서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대상영역, 명명자
정보, 필요한 용어 순서를 포함하는 구문 규칙, 용어 목록이나 문자 집합 및 언어와 관련된 어
휘 규칙, 명칭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의미부여 규칙 등이 포함된다.

�

관리항목은 동일 MDR 안에서 하나의 명칭을 가져야 하나 관리 항목의 다른 명칭이 존재하면
기존 명칭이 식별자가 된다.

�

명명 규칙의 사전적, 의미론적, 구문론적 규칙들은 협회 또는 표준화 단체들에 의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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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부여 규칙
- 논의의 객체 클래스는 특정 영역에서의 관심사를 대표하는 것
- 유일한 한 개의 객체 클래스 용어
- 객체 클래스 용어와 속성어의 결합은 데이터 요소 개념의 명칭을 구분
- 속성어 유일성
- 데이터 요소 또는 값 도메인의 표현은 표현어*로 기술
* 표현어는 데이터 요소 및 값 도메인과 같이 관리 항목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관리항목 이름의
한 부분이거나 명칭

�

데이터 요소 중에서 표현 부분이 특성과 중복되는 경우는 표현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
우는 데이터 요소개념과 데이터 요소가 같게 된다. 예를 들어,‘기업_등록번호’
의 경우 원래는
‘기업_등록번호_번호’
가 맞으나 번호라는 말이 중복되므로 생략해서 표현한다.

�

구문 규칙
- 객체 클래스 용어는 명칭의 첫 번째에 위치
- 한정어*는 한정된 부분을 수식
* 한정어는 특정한 구조 집합에서 유도되며 데이터 값 또는 데이터 요소 등을 다른 것과 구
분할 때 사용
- 속성어는 한정어 다음에 위치하고 표현어는 마지막 위치
- 표현어가 속성어의 단어와 중복되면 제거 가능

�

어휘 규칙
- 명사는 단수 형태로 사용
- 현재 시제 사용
- 특수 문자는 허용하지 않음
- 공백으로 명칭을 구분하되 축약어 허용

□ 등 록(Registration) 방 식
�

데이터 요소 표준화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메타데이터 등록과 관련된 등록활동 주체(RAB: Registration acting body)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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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5 : 메타데이터 등록과 관련된 등록활동 주체 >
�

등록활동 주체는 데이터 요소를 등록할 수 있는 제출자(Submitters), 제출된 메타데이터를
검증하는 책임자(Steward), 검증된 메타데이터를 인증하는 등록자(Registrar), 인증된 메타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통제위원회(Control Committee) 가 있다.

�

그리고, 이용자(User)는 회원가입 절차없이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에서 표준화된 데이터 요
소를 사용 할 수 있다.

�

프로세스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 요소는 등록기관, 등록자, 등록기관이 부여한 식별자, 그리고
버전의 조합으로 메타 데이터 레지스터에서 단일성을 가진다.

�

등록기관은 데이터 요소를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레지스트리를 인덱스로 구성하고, 데이
터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 요소 등급을 3 단계로 나눈다.
- 데이터 요소 3 단계 : 등록된 데이터 요소, 인증된 데이터 요소, 표준화된 데이터 요소

�

데이터 요소의 상태 관리는 ISO/IEC 11179 표준에 따라 데이터 요소 3단계를 기반으로 불충
분, 등록, 검증, 인증, 표준, 이전표준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관리단계는 각 등급의 상태
수준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불충분은 제안자가 데이터 요소를 화면에 입력한 상태
- 등록은 제안자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상태
- 검증은 입력된 데이터 요소가 ISO/IEC 11179의 각 파트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검증 중인
상태
- 인증은 검증 이후에 등록위원에 의해 인증된 상태
- 표준은 위원의 투표가 완료되어 인증된 데이터 요소가 표준화로 채택된 상태
- 이전표준은 새로 채택된 표준과 동일한 내용이 있는 경우

�

MDR 등록은 최소한 등록, 검증, 인증 표준의 순서로 각 관리단계를 통과 하여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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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요소 투표는 데이터 요소별로 투표 할 수 있는데, 위원 등급에 따라 데이터 요소의
상태(status)를 다르게 보여준다.

�

예를 들어, 관리자는 제안자가 등록한 데이터 요소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등록위원은 관
리자가 인증한 상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어위원은 등록위원이 검증한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

만약, 데이터 투표 마감일까지 투표가 완료되지 않으면 제안자에 의해 등록된 데이터 요소는
삭제되고, 제안자가 또는 사용자가 다시 등록을 원하면 제안자를 통해 데이터 요소 등록을 절
차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데이터 투표 마감일은 이전 투표가 마감된 일자로부터 투표 기간을 정하고 해당 데이
터 요소의 투표 마감일을 결정한다.

�

데이터 요소 표준 채택은 투표결과와 기 결정한 위원의 찬성 비율을 비교하여 투표 결과가 찬성
비율보가 높으면 채택하고, 낮으면 기각한다.

�

채택이 되지 않은 경우, 투표 마감일까지 완료되지 않은 데이터요소의 경우와 같이 데이터 요
소 등록 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

위원들 중에서 투표중인 데이터 요소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입력하여
투표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에게 재검토를 제안 할 수 있고, 의결을 거쳐 특정 위원이 제안한
의견의 가부를 결정한다.

□ 메타데이터 정 의 예 시
�

ISO/IEC 11179의 지침을 준용하여 메타데이터를 MDR에 저장되는 형식인 데이터 요소의
형태로 정의한 예시를 살펴본다.

�

데이터 요소를 정의할 때 필요한 속성들에 관해서는 분류 부분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 있다.

�

(데이터 식별자) 메타데이터 내에서 유일하여야 하며, 해당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 분야와 데이
터 식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

(데이터 요소 이름) 이 또한 메타데이터 내에서 유일하여야 하며 영문 이름 기재를 원칙으로
하고 ISO/IEC 11179 파트 5를 기반으로 명명하나 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명명하고 기업 규모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을 참고한다. 그 외 관련 국제 용어 표준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따른다.

�

(데이터 요소의 한글이름) 메타데이터 내에서 동일한 항목의 영문 이름과 동일한 의미를 가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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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세 개 항목 이외에도 정의, 정의 언어, 정의 참고정보원, 분류체계 유형명, 분류체계 항목
값 등이 있는데‘화면_할당_코드(display_allocation_code)’
를 예로 들어 ISO/IEC 11179의
지침에 따라 표 5.2-4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화면할당코드는 화면(display)이라는 객체와 할당(allocation)라는 속성이 결합된 데이터 요
소 개념에 코드(code)라는 표현이 결합된 것이고 데이터 요소에 상응하는 값영역은 ISO 6392*로 지정될 수 있다.
* ISO 639-2 : 이 세상의 모든 언어 개념영역(conceptual domain)을 코드로 정의한 표준

�

이 외에도 다른 모든 데이터 요소를 동일한 원칙으로 명명하고 정의 할 수 있으나 산업 분류
관련 요소 정의는‘한국표준산업분류’
를 참조하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정의
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를 것을 권고한다.
< 표 5.2-4 : 데이터 요소 정의 예시 >
속성

예시

속성

예시

데이터 요소 식별자

ERPDE00001

데이터유형 참조스킴

데이터 요소 이름

display-allocation-code

최소문자수

3

데이터 요소 한글이름

화면-할당-코드

최대문자수

3

정의

ERP화면 분류

데이터요소개념 이름

화면-할당

정의 언어

한국어

객체 클래스 이름

display

정의 참고정보원

ERP 전문가

객체 클래스 한정자

문자열

분류체계명

화면유형분류

속성 이름

language

분류체계 유형명

메타데이터 용어집

속성 한정자

문자열

분류체계 항목유형명

용어

표현클래스

code

분류체계 항목값

설명

표현클래스 한정자

문자열

개념영역

언어

주제기술

화면분류

값의미 기술

작성언어

주제명

언어

허용값

ISO 639-2

버전

1.0

값영역

언어코드

주석

값영역 데이터 유형

문자열-영문

사례

데이터 유형

문자열-영문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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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표준기반 MDR 구축 사례
□ 주 요 사 례: 산업기술정보 MDR (IMR, Industry Metadata Registry)
�

본 사례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지원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구축한
산업기술정보 MDR로서 산업기술정보* 분야의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여 보급하기 위한 목적
이 있다.
* 산업기술정보란 기업이나 연구소가 산업기술을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로서, 산업인력정보,
연구정보, 특허정보, 기업정보, 상품정보, 규격정보, 기자재정보, 산업무역 통계정보, 조달정보, 법령정보, 기술이전정보 등
이 포함된다.

�

IMR은 국제표준 ISO/IEC 11179에 의거 데이터의 의미, 구문, 표현의 표준화 프레임워크 제
시하고, 메타데이터의 명세와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산업기술정보 분야 메타데이터의 등록과
인증을 통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유지, 관리한다.

�

본 사례는 산업기술정보 중에서 규격정보, 연구정보, 기업∙상품정보, 특허정보에 한해서 시
범적으로 메타데이터 표준안 개발 및 MDR을 구축하였다.

�

데이터 요소의 선정
- 기존에 나와 있는 관련 표준과 데이터베이스의 항목명을 참고하여 표 5.2-5와 같이 선정하
였고 그림 5.2-6와 같이 각 정보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작성하여 각 요소의 정당성을 확인하
였다.
< 표 5.2-5 : 대상범위 및 참고자원 >
대상 정보

요소추출 범위

참고자원

규격정보

KS 및 ISO 표준문서를 위한 서지 및 원문 요소

ISO/IEC Directive Part 2
KS A 0001:2003

연구정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과제 및 보고서
의 서지요소

CERIF Model, INSPEC XML DTD
국내 연구보고서 DB들

기업 및 상품의 식별, 설명, 거래 요소

INID Code & 특허 명세서
Dublin Core Metadata Set
RFC 1807

한국 특허를 포함한 전 세계 특허의 서지 및 권리
요소

GDAS
KS X 6722-1
G2B 정부 표준

기업·상품정보

특허정보

- 본 사례에서는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한 결과 인명,
날짜, 식별, 설명, 본문, 거래 등의 6개 유형의 메타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의하였고 4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 모두 170개의 데이터 요소를 선정하여 정의하였다(표 5.2-6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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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6 : 규격정보의 데이터 모델과 메타데이터 >

< 표 5.2-6: 메타데이터 유형별 데이터 요소 수>

대상 정보

요소 수

합계

인명

날짜

식별

설명

본문

거래

규격정보

2

6

3

18

16

4

연구정보

12

2

10

24

48

기업·상품정보

8

14

7

19

48

6

19

25

26

80

특허정보
합계

�

22

22

16

4

49

170

데이터 요소의 정의
- ISO/IEC 11179 표준에서 제시된 데이터 요소를 정의하기 위한 기본 속성 중에서 필수 속
성과 산업기술정보에 적합한 속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외에 필요한 속성을 추가하여
총 31개의 메타데이터 속성을 정의하도록 구성하였다.
- 각 데이터 요소를 정의할 때 데이터 요소 이름, 식별자,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도 ISO/IEC
11179 표준이 제시한 것을 따랐으며 표 5.2-7은 본 사례에서‘연구보고서 언어 코드
(report language code)’
에 대해서 정의한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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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5.2-7 데이터 요소 정의 예시 >
속성

예시

속성

예시

데이터 요소 식별자

RDDE040100

데이터유형 참조스킴

데이터요소이름

report-language-code

최소문자수

3

데이터 요소 한글이름

연구보고서-언어-코드

최대문자수

3

정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사용된 언어

데이터요소개념 이름

연구보고서-언어

정의 언어

한국어

객체 클래스 이름

report

정의 참고정보원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객체 클래스 한정자

문자열

분류체계명

IMR 주제 분류

속성 이름

language

분류체계 유형명

메타데이터 용어집

속성 한정자

문자열

분류체계 항목유형명

용어

표현클래스

code

분류체계 항목값

설명

표현클래스 한정자

문자열

개념영역

언어

주제기술

연구보고서

값의미 기술

작성언어

주제명

언어

허용값

ISO 639-2

버전

1.0

값영역

언어코드

주석

값영역 데이터 유형

문자열-영문

사례

데이터 유형

문자열-영문

�

KOR

구축 시스템
- (시스템 아키텍처) 본 사례에서 구축한 MDR 시스템은 각 분야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통합
관리자용 관리 부분, 분야별 시스템을 관리하는 분야별 관리자 모듈, 분야별 위원회를 위한
모듈 및 분야별 일반 사용자를 위한 모듈로 구성된다.
- 그림 5.2-7에서 보는 것처럼 네 개 분야별 MDR로 나누어서 개발하였고 관리자는 통합관리
자와 분야별 관리자로 나누어지며, 사용자에는 제안자(Submitter), 책임자(Steward), 등
록위원(Registrar), 통제위원회 (Control Committee), 이용자(User)로 역할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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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7 : IMR 시스템 아키텍처 >

- 그림 5.2-8은 각 역할별 기능과 권한을 나타내고 있는데 역할별 접근 통제가 구현되어 있다.

< 그림 5.2-8 : 역할별 기능과 권한 >

- (데이터 요소 입력 UI) 공유할 새로운 데이터 요소는 각 분야별‘제안자(Submitter)’
가
등록하며, 데이터 요소는 6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입력하도록 UI를 구성했다(①관리,
②분류, ③개념 및 값 영역, ④데이터 요소 개념, ⑤명명 및 식별, ⑥데이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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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9 : 관리 단계에서의 UI 화면 >

- 그림 5.2-9은 상기 6단계 중 관리 단계에서의 UI 화면이다.
- (데이터 요소 상태관리) 각 데이터 요소는 위원들의 투표 과정에 따라 다음의 상태를 갖게
되고 각 상태 사이에는 관리를 위한 상태 수준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태 수준을 관리 단계라
고도 한다.
∙등록(Recorded) : ISO 11179 표준에서 제시하는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단계로
제안자에 의해 메타데이터로 입력된 상태
∙검증(Qualified) : ISO 11179 표준에서 제시하는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를 검증하
는 단계로 관리자에 의해 검증된 상태
∙인증(Certified) : ISO 11179표준에서 제시하는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된 단계로 등록위
원에 의해 인증된 상태
∙표준(Standard) : 등록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데이터 요소가 만들어진 단계로 통제위원의
투표가 완료되어 표준화로 채택된 상태
- (데이터 요소 투표) 사용자의 요청(<예> 이메일)에 의해 제안자에게 새로운 데이터 요소 등록
요청이 전달되면 해당 데이터 요소는‘등록(Registered)’상태가 되며 각 역할 별 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 상태인‘표준(Standard)’
에 이르러 최종적인 데이터 요소로 인정된다.
- 다만, 모든 위원의 ‘투표상태 조회’화면은 동일하나, 각 위원별로 제공되는 해당 데이터
요소의 상태가 등급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고 특정 투표 마감 기간내 투표 인증률 이상의 득
표를 얻어야 하며 이 두 가지 조건 중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해당 데이터 요소는 삭제된
다(삭제된 것을 사용자가 다시 등록 요청할 수는 있다).
- (통계 관리) 각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통계정보는 해당 등급에 맞도록 구성되는데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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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는 모든 분야에 대한‘분야별/등급별 위원회 현황’
,‘일자별/위원별 투표 건수’
,‘위
원별/데이터 요소별 투표현황’등의 위원회와 투표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한다.
- 분야별 관리자에게는 통합관리자의 통계항목 중 해당 분야에 국한된 정보를 제공하고 분야
별 위원회에게는‘투표 기준표 조회’
가 제공되며, 일반 사용자에게는‘데이터 요소 및 DB
스크립트 생성건 수’
에 관한 통계가 제공된다.

□ 기타 사례
�

해외 사례1: 호주 METeOR(METadata Online Registry)
- 호주보건복지연구소(AIHW)는 METeOR(Metadata Online Registry)라는 호주의 건강과
지역사회 서비스, 주택지원 부문 등에 관한 국가 메타데이터 표준저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 이 시스템은 국가적으로 이미 인정한 다양한 데이터 정의(definitions)들과 기존에 명시한
구성요소들을 바탕으로 신규로 데이터 정의를 생성하는 웹서비스 형태 툴로 메타데이터
구축, 관리,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이 시스템은 ISO/IEC 11179 표준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최근까지 2600 여개의 데이터
표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영 및 관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해외 사례2: 미국 ITS DR(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Data Registry)
- ITS DR은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지능형 교통시스템인
ITS 내 각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 위해 개발된 것으로 ISO/IEC 11179 MDR 표준
을 토대로 구축하였다.
- 50개 주와 지역 교통국이 ITS 시스템 내부에서 혹은 중앙정부와 ITS 외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의미에 따라 교환하고 상호작용한다.
-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AASHTO),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ASTM),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CEA),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Institute of Transportation Engineers (IT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 등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국내 사례: 지식정보 MDR
- 국가 지식정보자원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에서 구축한
MDR로 2006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에 구축되어 분야별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
자원 메타데이터 표준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 표준 체계 수립을 목표로
구축되었다.
- K-MDR로 명명된 지식정보 MDR은 ISO 11179 중 제 3 파트 메타모형과 제 6파트 등록을
주로 참조하여 총 7개의 영역 별로 프로토타입이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용어 및 온톨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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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세부적인 연구 결과는 노출되어 있지
않다.

5.2.6 결론
�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듯 표준적인 관리 체계를 따르지 않는다면 포탈 형태의 글로벌 온톨로지
레지스트리 구축이 가능하지만,

�

영역 별로 다양한 관리 위원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통제∙구축∙관리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국가 단위가 최대인 국소적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구성할 수 밖에 없게 된다.

�

즉 레지스트리의 규모와 메타데이터나 온톨로지 내용의 질이 서로 교환(trade-off) 관계에 있으
므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구축 시 이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또한 특정 영역의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가 상당 부분 완성되어 다른 영역을 새롭게 구축하게
되더라도, 기존 영역에 대한 유지∙보수에 어느 정도의 투자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다양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의미적 상호운용성을 위한 성공적인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도출을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자원 투입의 선형적 증가가 불가피하다.

�

아울러, 처음부터 많은 영역의 메타데이터에 대해 레지스트리를 구축∙관리하기 보다는 선택
과 집중을 통해 한 두 가지 영역에서 완성도 있는 메타데이터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
장기 관점에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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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사업 연차별 로드맵

�

<첨부 1>에서는 클라우드 상호운용성∙이식성 분야 및 분류에 따른 난이도와 복잡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사업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 본문
「3.2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분야 및 분류」
「3.3
,
클라우드 이식성 분야 및 분류」
참조

< 그림 A.1-1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과제의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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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관련 주요 정부 과제

□ CompatibleOne(EU)
�

(목적) EU 국가간 오픈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표준*에
기반한 CSB 플랫폼 구축 및 관련 연구 수행하였다.

* OGF(Open Grid Forum)의 OCCI(Open Cloud Computing Interface), SNIA(Storage
Networking Industry Association)의 CDMI(Cloud Data Management Interface) 등
�

(과제 기간) 26개월 (2010년 11월 ~ 2013년 1월)

�

(과제 예산) 530만 유로

�

(참여 기관) Intel, Thales, Inria, ETSI, ENSI, ETRI, IMT, ActiveEon, Bull,
Citypassenger, ComputeNext 등 26개 기업 및 연구소
[ 참고 A.2-1 : CompatibleOne 아키텍처 ]

< 참고 A.2-1 : CompatibleOne 아키텍처 >

① CompatibleOne
② CompatibleOne
③ CompatibleOne
④ CompatibleOne

Manifest : 사용자 요구사항을 Manifest로 생성
Plan : Manifest를 Provisioning Plan으로 생성 및 유효화
Contract : Plan을 제공자와의 Contract로 생성
Service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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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WatchHUB(EU)
�

(목적) 클라우드 상호운용성이 확보된 클라우드 시장을 조성하여 공급 및 수요 측면 모두에
서의 이익 창출하기 위함이다.
※ CloudWatchHUB 과제는 CloudWatch1 과제와 CloudWatch2 과제로 구성
- 클라우드 마켓 구조 로드맵 조성
- 상호운용성 및 보안 표준 포트폴리오 제정 및 구성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시험 수행

�

(과제 기간) CloudWatch1 (2013년 9월 ~ 2015년 8월), CloudWatch2 (2015년 9월 ~
2017년 8월)

�

(참여 기관) Trust-IT Services, The University of Oxford e-Research Centre, Cloud
Security Alliance, Strategic Blue, ICT Legal Consulting 등 5개 기관 주도
※ 위 5개 기관이 클라우드 생태계를 구성하는 EU 전역의 다양한 클라우드 기업∙기관을 리드
[ 참고 A.2-2 : CloudWatch2 구성 ]

① WP1 : Project Coordination and Management
② WP2 : Concertation, Clustering & Convergence
③ WP3 : Standards, Specifications, Interoperability testing
④ WP4 : Communication, Engagement, Road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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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CIware(프랑스)
�

(목적)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오픈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페이스 (OCCI) 기반으로
자국 클라우드 제품∙서비스 간의 공통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정하기 위함이다.
- 각 모델별 요구사항에 기반한 유즈케이스 개발

�

(과제 기간) 3년 (2014년 12월 ~ 2017년 11월)

�

(과제 예산) 560만 유로

�

(참여 기관) Inria, ActiveEon, Openwide, Institut Mines Telecom, Obeo 등 10개 기업 및
연구소
※ 총 6개의 work package로 구성:
Management(WP1), Foundations(WP2), Eclipse toolchain(WP3), Runtime(WP4),
Use Cases and Demonstrators(WP5), Communication and Dissemination(WP6)
[ 참고 A.2-3 : OCCIware 플랫폼 구성 ]

※ Use cases
① Datacenter as a Service : Iaas + monitoring + bare metal
② Deploy@OCCIware : Deployment + (re)configuration interoperability
③ BigData/HPC : Middleware deployment, Job scheduling
④ LinkedData as a Service : Open Data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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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관련 주요 표준

�

2006년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이 처음 소개된 이후 2007년부터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클라우
드 컴퓨팅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공적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
화가 시작되었다.

�

<첨부 3>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특히 클라우드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주요 공적∙사실 표준
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한다.

□ 공적 표준
�

ITU-T SG13
- FG(Focus Group) Cloud: 총 8번 개최된 미팅(2010.06 ~ 2011.12)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전반에 대한 리서치를 수행하였고 리서치의 결과를 요약하고 최종 표준 아이템(클라
우드 생태계, 보안, 참조 구조, 데스크톱 가상화, 인터 클라우드, 관리, 접근성 등) 제시하였다.
- 상기 결과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관련 표준을 작성하기 위해, 2012년 2월 제네바 회의에서
SG13 산하 표준작업반으로 Q26(클라우드 생태계), Q27(클라우드 참조 구조), Q28(클라
우드 자원관리) 신설하였다.
- 2013년 2월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표준작업반들이 각각 Q17, Q18, Q19로 명칭이 변경
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이며 클라우드 보안 관련 표준 이슈들은 SG13/Q8 및 SG17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관련 표준 목록
∙Y.3511 Framework of Inter-cloud computing (세부 내용 참고)
∙Y.3502 Information Technology - Cloud Computing - Reference Architecture

�

ISO/IEC JTC1 SC38
- 2009년 10월 JTC1 총회는 JTC 1 산하에 SC 38(분산응용 플랫폼 및 서비스)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SGCC(Study Group on Cloud Computing) 발족
하였다.
- SGCC는 2년 간의 활동을 통해 표준화 이슈를 발굴하고 2011년 10월 SC 38 서울 총회에서
실질적인 클라우드 표준 개발을 위한 신규 워킹그룹(WG 3)을 설립하였다. 이후, SC 3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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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에 대한 강화를 통하여 전 그룹을 클라우드 표준화를 표방하며 표준을 개발 중에
있다.
- 2016년 12월 현재 SC 38의 WG 3는 클라우드 컴퓨팅 SLA 표준(ISO/IEC 19086) 개발,
WG 4는 클라우드 컴퓨팅 상호운용성 표준(ISO/IEC 19941)개발, WG 5는 클라우드 데이
터 플로우 표준(ISO/IEC 19944) 개발 중이다.
- 현재까지 SC 38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관련 표준은 총 네 건으로, 두 건은 ITU-T와
CT(CollaborationTeam)로 공동 개발하였으며, 두 건은 사실 표준화 기구인 DMTF에서
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로 제안∙승인된 것이다.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관련 (개발 중인) 표준 목록
∙(ISO/IEC CD 19941) Information technology - Cloud computing - Interoperability
& portability (본 가이드라인 본문 3장에서 일부 내용이 소개됨)

□ 사실 표준
�

아래의 1), 2) 기구가 제정한 표준들 상당 수가 공적 표준으로도 채택되었으며 개발과 관련된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집중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DMTF(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
∙IaaS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와 사용자사이의 연결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과 모델을 기술한
CIMI(Cloud Infrastructure Management Interface) 표준을 2012년 1월에 제정하였으
며, CIMI 모델의 연속선상에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스키마를 위한
CIMI XML 스키마 표준, CIMI 모델을 기술하기 위한 CIM(Common Information
Model) 표준도 각각 2012년 1월, 2013년 1월에 제정하였다.
∙특히 CIMI의 경우 ISO/IEC JTC1(ISO/IEC 19831:2015)에 상정돼 제정되었고 가상
머신 이동성을 위한 가상 머신 개방형 포맷인 OVF(Open Virtualization Format) 표준도
2012년 1월에 제정하여, ISO/IEC JTC1(ISO/IEC 17203:2011)에 상정돼 제정되었다
(세부 내용 참고)
2) SNIA(Storage Networking Industry Association)
∙2012년 6월에 CDMI 표준을 제정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의 생성,
저장, 갱신, 삭제 등의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였으며, CDMI 표준
역시 ISO/IEC JTC1의 표준 (ISO/IEC 17826:2012)으로도 제정되었다(세부 내용
참고)
3) OGF(Open Grid Forum)
∙클라우드 컴퓨팅의 통합(integration), 이식성(porta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배포, 오토 스케일링, 모니터를 포함하는 공통의 수행 작업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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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프로토콜을 OCCI(Open Cloud
Computing interface) 표준을 통해 제공한다(세부 내용 참고)
4)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TG CLOUD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private-sector 사용자의 권고사항과 SLA
그리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문서 형태로 제정하였다.
5) CSCC(Cloud Standards Customer Council)
∙클라우드서비스의 도입 성공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SLA 체결, 보안,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성능평가 등 세부영역별 가이드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서비스로 이관
하기 위한 백서도 제공한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소셜 비즈니스 등 응용분야별 가이드도 제공하
고 다양한 클라우드 도입 사례연구 제공하며 스폰서로는 DELL, IBM 등이 있다.
6) ATIS(Allianc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
∙2012년을 기점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관련 표준의 내용으로
는 클라우드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서비스 라이프사이클, 가상 데스크톱 요구사항, 다중 파
티 페더레이션에서의 요구사항 및 상호연결 유즈케이스 등이 있다.
7) CSA(Cloud Security Alliance)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보장을 위한 사례와 보안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8) OCC(Open Cloud Consortium) :
∙클라우드 간 상호운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중에 있고 이를 위한 테스트베드도 운영
중이다.
9) CCIF(Cloud Computing Interoperability Forum) :
∙공통 인터페이스용 API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나 2010년에 해산되었다.
(세부 내용 참고).

□ 클 라 우 드 상호운용성 관 련 대 표 표 준 세 부 내 용
�

ITU-T: (Y.3511) Framework of Inter-cloud computing
- 다중의 제공자들에 의해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제공자들 간의 다양한 협업 패
턴과 상호작용 (이하“인터 클라우드”
)이 이루어지게 되며 ITU-T에 의해 이에 대한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표준을 준용하여 TTA 영문 표준**도 제정된 바 있다.
* 표준번호: ITU-T Y.3511, 문서명:“Framework of inter-cloud computing”
, (20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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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번호: TTAE.IT-Y.3511, 문서명:“인터 클라우드 컴퓨팅 프레임워크”
, (2014년 12월)
- 해당 표준에서는 세 가지 협업 패턴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중 peering 패턴은 나머지 두
가지 패턴에서 제공자가 둘인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은 두 가지 인터 클라우드 패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 참고 A.3-1 : 인터 클라우드 패턴]

※ 그림 출처: (ITU-T Y.3511) Framework of inter-cloud computing(03/2014) 표준 문서
※ 좌측이 연합(federation) 패턴이고 우측이 중개(intermediary) 패턴이다. (CSC: 사용자, CSP: 제공자)

- (연합 패턴) 제공자가 필요로 하는 일련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각 제공자 별
서비스 역량을 서로 잘 결합하는 형태이며, 이 때 제공자들은 서비스 정책, SLA, 서비스
제공 절차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공유한다.
- (중개 패턴) 다양한 제공자들(CSP B~E)에 의해 이용자(CSC 1, 2)에게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 제공자(CSP A)가 중재, 취합, 중개하는 형태이다.
- (주 제공자 및 부 제공자) 두 가지 인터 클라우드 패턴에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제공자를 주(primary) 제공자라고 하며 나머지 연합된 제공자들
혹은 해당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을 부(secondary) 제공자라고 한다.
∙상기 그림(인터 클라우드 패턴)에서 좌측 그림의‘CSP A’
는 서비스‘X’
와‘Y’
에 대한 주
제공자이고 나머지 제공자들은 부 제공자들이고‘CSP E’
는 서비스‘Z’
에 대한 주 제공자
이고 나머지 제공자들은 부 제공자들이다.
∙마찬가지로 우측 그림(중개 패턴)의‘CSP A’
는 서비스‘X’
와‘Y’
에 대한 주 제공자이고
나머지 제공자들은 부 제공자들이다.
- (연합 패턴의 상호작용) 다음 그림(연합 패턴의 상호작용)은 하나의 주 제공자(CSP A)가
있고 두 개의 부 제공자(CSP B, C)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전체 상호작용 과정이며 각 절차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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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주 제공자와 부 제공자들 간의 연합이 형성될 때, SLA 및 정책을 협상한다.
1) 이용자가 주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다.
2) 주 제공자가 리소스 부족(서비스 품질 저하 원인)이 판단되면 상호작용을 시작하여 부족
한 리소스(예> VM 또는 저장소)의 정보에 대해 부 제공자들에게 요청한다.
3) 부 제공자들이 해당 리소스 요청에 대해 가용 리소스 정보를 회신한다.
4) 응답 정보를 바탕으로 주 제공자가 CSP B의 리소스를 예약한다. (이때, 주 제공자는
CSP B측 가용 리소스의 성능을 추정하여 수용할 만한 수준인지 확인한다.)
5) 주 제공자가 CSP B의 리소스를 설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서비스의 질 유지)
6) 주 제공자가 CSP B와의 협업 종료를 결정하고 CSP B에 의해 제공되는 리소스들을 놓아
준다. (주 제공자에게 충분한 자체 리소스가 확보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가 줄어들
어 자체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에 협업 종료가 결정된다.)

[ 참고 A.3-2 : 연합 패턴의 상호작용]

※ 그림 출처: (ITU-T Y.3511) Framework of inter-cloud computing(03/2014) 표준 문서

- (중개 패턴의 상호작용) 다음 그림(중개 패턴의 상호작용)은 하나의 주 제공자(CSP A)가
있고 두 개의 부 제공자(CSP B, C)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전체 상호작용 과정이며 각 절차 별로,
1) 주 제공자가 부 제공자들로부터 서비스 정보를 수집하면서 SLA의 차이를 협상한다. (또
는 부 제공자들이 주 제공자에 그 들의 서비스를 등록하면서 SLA의 차이를 협상한다.)
2) 주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 목록과 부 제공자들의 서비스 목록을 취합하여 전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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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작성한다.
3) 이용자가 주 제공자 측 서비스 목록에 접근하여 원하는 서비스들을 선택한다.
4) 주 제공자가 이용자에 의해 선택된 서비스들을 주선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기 시작한
다. (이 서비스들은 주 제공자에 의해 직접 제공될 수도 또는 부 제공자들에 의해 간접적
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 참고 A.3-3 : 중개 패턴의 상호작용 ]

※ 그림 출처: (ITU-T Y.3511) Framework of inter-cloud computing(03/2014) 표준 문서

※ 단, 인터 클라우드 표준(ITU-T Y.3511)은 권고 표준으로써 반드시 해당 협업 패턴 및 상호작
용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인터 클라우드 표준은 앞서 인터페이스를 중
심으로 한 상호운용성 확보 기준에 대한 보완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

DMTF 표준 상세
- CIMI(Cloud Infrastructure Management Interface) 표준
∙본 가이드라인 5.1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 OVF(Open Virtualization Format) 표준
∙개요
＇ 가상 어플라이언스 이동 및 배치를 위한 패키징 표준으로 패키징 시 플랫폼 독립적이고
확장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의
∙대표 세부 표준
＇ OVF Spec.(DSP0243)
; OVF 핵심적인 규격을 기술한 표준
＇ OVF Envelope XSD(DSP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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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F Envelope에 대한 표준으로 OVF 패키지 구조와 가상 시스템에 대한 모든 메타
데이터를 기술하는 XML 스키마 표준
＇ OVF Environment XSD(DSP8027)
; 게스트 소프트웨어와 가상화 플랫폼 간의 상호작용 방법을 정의하는 XML 스키마 형
태의 OVF Environment 표준으로 이를 통해 게스트 소프트웨어는 가상화 플랫폼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 Profile to Enable Automated Deployment of OVF Packages(DSP0265)
; OVF 패키지를 자동 배치하는 방법을 DMTF의 공통정보모델 표준인 CIM(Common
Information Model)을 이용하여 정의
＇ Profile to Enhance Portability of OVF Packages(DSP0213)
; OVF 패키지의 이동성 강화 방법을 CIM을 이용하여 정의
∙현황
＇ 2009년에 처음 제정된 OVF 1.0 표준은 2011년에 ISO 표준(표준번호: ISO/IEC
17203-2011)으로 채택되어 공적 표준화 되었고, 2013년 1월에는 OVF 2.0 표준을 새
롭게 제정하였다.
＇ OVF 2.0은 네트워크 설정, 패키지 암호화 등 기능을 추가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유즈케
이스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OVF Spec. 표준은 최근 2.1.1까지 제정 완료되어 현재 2.2.0과 3.0.0을 동시 제정 중
인데, 3.0.0은 네트워크 추상화, NFV(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지원을 위
한 가상 네트워크 장치, CIMI 표준과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모델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

SNIA
- CDMI(TTA 표준(TTAK.OT-10.0352) 참조): DSaaS 부분 기능 및 관리 포함
∙개요
＇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요소를 생성하고 검색하고 업데이트하며 삭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 인터페이스를 정의 (SNIA에서 제안하는 표준 API인 XAM(eXtensible Access
Method) 포함)
＇ 기존 클라이언트(iSCSI(블록 접근), CIFS/NFS(파일 네트워크 스토리지), WebDAV)
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도 지원
∙인터페이스 포맷: 각 인터페이스 description은 아래 표의 9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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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A.3-1 인터페이스 포맷 >
컴포넌트

설명

Synopsis

GET, PUT, POST, DELETE 기호(의미)

Delayed Completion of Create

긴 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에 대해, 작업이 즉시 완료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명세

Capabilities

지원되는 작업에 대한 명세

Request Headers

Accept, Authorization, Content-Length, Content-type, X-CDMISpecification-Version와 같은 요청 메시지 헤더

Request Message Body

메시지 바디 콘텐츠에 대한 명세

Response Headers

Content-Length, Content-Type 과 같은 응답 메시지 헤더

Response Message Body

응답 Contents가 들어있는 메시지 바디

Response Status

HTTP 상태 코드 리스트

Example

작업 예

∙요청 및 응답 메시지 body 부분 요구 사항에 대해 아래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
Mandatory, Conditional, Optional
∙클라우드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참조 모델

< 그림 A.3-1 : 클라우드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참조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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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I 주요 내용
＇ 클라이언트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발견
＇ 컨테이너와 그 안에 배치된 데이터 관리
＇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저장 및 검색하는 방법을 관리할수 있는 수단을 모두 정의
＇ 전용 데이터 경로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경로 인터페이스를 관리할 필요가 없도록 지원
＇ 특수 클라우드 관련 권한 부여 허용
; 외부인증시스템 (LDAP, Active Directory) 연동

�

OGF(Open Grid Forum)의 OCCI(Open Cloud Computing Interface) WG
- 설립연도 : 2009년 4월 설립
- 설립목적 : IaaS 호환성을 위하여 인터페이스 표준을 만드는 것이 목적
- 수행과업
∙Amazon EC2 API, ElasticHosts API, FlexiScale API, GoGrid API, Sun Cloud APIs
등의 IaaS API들을 고려하고 있음
∙발표 문건
① Use Cases - Entities, Management and Life-Cycle (2009년 5월)
② Open Cloud Computing Interface API 명세 (2009년 10월)
③ Open Cloud Computing Interface - Core (2011년 4월)
④ Open Cloud Computing Interface - Infrastructure (2011년 4월)
⑤ Open Cloud Computing Interface - RESTful HTTP Rendering (2011년 6월)
- OCCI 표준은 본 가이드라인 5.2절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OCC(Open Cloud Consortium)
- 조직목표
∙클라우드 간의 상호호환성을 위한 표준과 프레임워크의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의 위한 참조 구현
- 참여업체(대학과 민간 기업이 주축을 이룸)
∙Aerospace, Cisco, MIT Lincoln Labs, Northwestern University, Open DataGroup
∙Sector Project,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Yahoo 등
- WG(Working Group) 목표
∙Standard and Interoperability for Large Data Cloud: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컴퓨팅
클라우드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개발, 대용량 클라우드를 위한 벤치마킹 등의 상호호환
표준 개발
∙Open Cloud Testbed: 오픈 클라우드 테스트베드의 관리/운영을 위한 WG으로 오픈 클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가이드라인 Vol.1(2016) | 103

라우드 테스트베드는 현재 Cisco CWave와 UIC Teraflow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Open Science Data Cloud(OSDC): 과학 데이트를 위한 대용량 데이터 클라우드 관리/
운용을 위한 WG으로 주로 바이오 데이터와 천문 데이터, 유전 데이터를 처리하는 대학이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Intercloud Testbed: IaaS와 PaaS의 연결을 위한 프레임워크 연구 및 IFMAP(Interface for Metadata Access Point)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한 테스트베드의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

CCIF(Cloud Computing Interoperability Forum)
- 설립목표
∙글로벌 형태의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ecosystem)를 목표로 설립
- 주요 활동내용
∙다수의 Cloud Platform 간에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하여 단일화된 인터페이스 (Unified
Cloud Interface: UCI)를 제정
- 목표 과업
∙CCIF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다양한 클라우드 API들을 통합하여 표준화 시키고 개방된
클라우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

< 그림 A.3-2 : CCIF 프로젝트 전체 아키텍처 >

∙내부적으로 UCI 재정을 위하여 RDF를 기반으로 온톨로지를 포함한 시맨틱 클라우드 데
이터 모델을 기술하고, UCI 에이전트를 통하여 글로벌 한 클라우드 API를 제공
- 현황: 2010년에 해산 (http://www.consortiuminfo.org/links/linksdetail2.
php?ID=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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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

�

본 가이드라인의 3장에서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관련 개념을 정의하였지만 onpremise와 클라우드 간,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간 상호운용성이나 이식성을 시나리오 측면에
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첨부 4>에서는 CSCC에서 2014년에 발간한“Interoperability and Portability for Cloud
Computing : A Guide”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운용성이나 이식성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
리오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특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슈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

다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기 전에 시나리오 서술에 사용되는 기본 개념을 우선 설명한다.

□ 클 라 우 드 서 비 스 상호운용성 및 이 식 성 과 관 련 된 요 소

< 그림 A.4-1 :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상호운용성 아키텍처 >

�

애플리케이션 코드 : IaaS, PaaS의 경우 서비스 내에 이용자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드러나지
만, SaaS의 경우 제공자에 의해 관리되면서 드러나지 않는다.

�

애플리케이션 환경 : API를 나타내며,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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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API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애플리케이션 환경는 운영체제나 미들웨어 프레임워크에 의
해 제공되는 API가 될 수 있다.
�

보안 : DDoS 같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화벽이나 기술, 암호화된 데이터, 사용자 인증/허
가를 포함하는 보안 능력이다.

�

이용자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거나 파일/데이터 저장소의 데이터 객체를 나타내는 이
용자의 데이터이다.

�

도출 데이터 : 로그 데이터나 설정 정보와 같은 서비스 사용의 결과로 생성 및 저장된 데이터
이다.

�

기능 인터페이스 :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관련된 인터페이스이다.

�

관리 인터페이스 :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모니터링, 사용자인증/허가와 같은 보안 측면, 관리)
에 관련된 인터페이스이다.

�

비지니스 인터페이스 : 구독 정보, 요금청구, 송장발부와 관련된 인터페이스이다.

□ 시나리오 1 : 이용자가 제공자를 바 꾸 는 경 우

< 그림 A.4-2 : 고객이 프로바이더를 바꿀 경우 >

�

제공자 A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가 제공자 B의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나리오

�

클라우드 서비스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용자가 이점을 가지게 해주고 단일 제공자에게 lock-in
되는 것을 방지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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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데 반해, 실질적으로 많은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음

1) 상호운용성 고려사항
�

SaaS 서비스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제공자에게 속해 있음
- 일부 SaaS 제공자는 SaaS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내재화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수행하게
하는 PaaS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함
- 이러한 경우 다른 제공자의 새로운 SaaS 서비스로의 전환(transitioning)은 코드 이식성
고려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

제공자 A에서 제공자 B로 전환할 경우, 애플리케이션 이식이 포함되지 않으며, 두 제공자
사이의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완전히 다름

�

SaaS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인터페이스 호환성이 중요함, 특히 end user에게 제공
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용자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가능한 API

�

제공자 A와 제공자 B에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을 기대하는 건 비현실
적일지도 모르지만, 유사한 기능끼리는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된다면 사용자를 재교육시키거
나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

SaaS 서비스에서 사용가능한 기능 API가 이용자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되려면 클라우드
서비스 A에서 B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API도 변경되어야 함

�

IaaS, PaaS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과 기능 인터페이스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
에, 제공자 A에서 제공자 B로 전환 시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 인터페이스
상호운용성은 이슈 대상이 아님

�

클라우드 서비스의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업로드, 배포, 통제하는 API는 상호운용성 고려사항
임. 왜냐하면, 고객 운영자가 사용하는 도구는 이러한 API를 사용하고 이 도구는 이관
(migration)의 부분으로써 제공자 A에 연결되었다가 제공자 B에 연결될 필요가 있기 때문임.

2) 이식성 고려사항
�

SaaS 서비스의 경우, 전형적으로 이용자 데이터의 형식 및 내용은 제공자가 관리함

�

클라우드 서비스가 SaaS 서비스일 경우, 제공자 A→ 제공자 B로 전환 시 데이터 이식성은
주요 고려사항임
- 이상적으로는 데이터 포맷은 서비스A와 서비스B 모두를 위해 같아야 하며 형식 이외에도
데이터 내용(extent and semantics)가 같아야 함

�

데이터 변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간단한 표준 도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비스 A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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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이의 포맷이 달라도 데이터 이식성은 충족 가능함
- 표준도구가 없다면 사용자 정의 도구를 만들 수 있음
- 데이터의 extent나 semantics 차이는 데이터 이식성에 큰 장벽이 될 수 있음
�

IaaS의 경우, 이용자 데이터의 포맷은 주로 이용자가 관리하므로, 데이터 이식성은 주요 고려
사항이 아님

�

PaaS의 경우, 데이터 이식성이 주요 고려사항은 아니지만, 이용자 데이터가 여러 데이터베이
스에서 지원하는 CSV, XML과 같은 일반 형식일지라도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포맷에
민감할 수 있음

3) 관리 인터페이스 고려사항
�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관리 인터페이스는 모든 형태의 클라
우드 서비스에서 중요하며, 웹 애플리케이션, 기타 visual 인터페이스, API를 포함함

�

서비스 A에서 서비스 B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리 인터페이스가 호환가능(특히 visual 인터
페이스의 경우)하고 상호운용(특히 API의 경우)가능해야 함

�

관리 인터페이스는 모니터링 및 기록, 관리 및 경영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4) 비지니스 인터페이스 고려사항
�

비지니스 인터페이스는 모든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하며 구독 관리, 요금청구,
송장발부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함

5) 보안 고려사항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와 관리자의 authentication 및
authorization,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데이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로/부터 전송되는 데이
터의 설정 & 암호화, 방화벽, 기타 보안 특성 설정을 포함함

6) 추천사항
�

(SaaS) 사용자 인터페이스, APIs, 프로토콜, 데이터 형식을 잘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표준 API, 프로토콜, 데이터 형식을 준수하도록 함

�

(PaaS) 애플리케이션 환경이 오픈 기술 기반인지 확인

�

(IaaS) OVF 같은 패키징 형식, 오픈/표준 인터페이스, API 사용

�

(관리 & 비지니스 인터페이스) 오픈 표준/오픈소스를 사용한 주요 오픈 기술을 지원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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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자 ID 및 접근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

□ 시나리오 2 : 이용자가 여 러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 우

< 그림 A.4-3 : 고객이 여러 제공자를 이용할 경우 >

�

해당 시나리오는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됨
-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다른 제공자로부터 제공되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서비스들을 사
용하는 경우
- 비즈니스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자 A가 제공하는 기능과 제공자 B가 제공하는 기능
을 사용하려고 두 가지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

클라우드 벤더가 유일한 기능을 제공하려는 추세에 따라 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 시나리오는 점점 더 주요해지고 있음

1) 상호운용성 고려사항
�

클라우드 서비스①의 기능 인터페이스가 클라우드 서비스②의 기능 인터페이스와 상호운용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두 서비스들 간에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짐

�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이용자 component가 두 서비스
에서 상호작용할 것이므로, 베스트 케이스는 두 서비스들이 동일하거나 상호운용 가능한 인터
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임
-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상호운용되지 않는다면 이용자 component는 두 인터
페이스를 지원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어야 함

�

다른 기능을 제공하는 두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경우, 동일하거나 상호운용 가능한 인터페이스
를 사용해야할 필요성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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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기능을 지원하는데 상호운용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동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두 기능 인터페이스의 측면에서는 상호운용성을 고려할 수도 있음
- 예를 들면,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통적인 특징인 IdAM 기술

2) 이식성 고려사항
�

데이터 이식성은 클라우드 서비스①과 클라우드 서비스② 사이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될 수
있음

�

IaaS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 형식의 제어는 이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아님

�

PaaS 서비스의 경우, PaaS 서비스가 특정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데이터 포맷의 많은 부분을 제어함

�

SaaS 서비스의 경우, 시나리오 1의 경우에서와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①과 클라우드 서비스
② 기능이 동일할 경우 데이터 이식성이 중요한 이슈임
- 두 SaaS 서비스가 기능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②의 운영에 클라
우드 서비스에서 추출된 데이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베스트 케이스는 서로 같은 형
식, extent, semantics를 사용하는 것임
- 두 클라우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변형의 형태가 필요해질 수 있음

�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애플리케이션 code 배포 과정이 포함되는 IaaS, PaaS 서비스의 경우,
두 클라우드 서비스들 간의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이 중요함

�

IaaS 서비스의 경우 머신 이미지 형식도 애플리케이션 이식성의 중요한 component임
- 이식 가능한 머신 이미지 형식은 다른 제공자들 간의 이식성을 향상시킴. 예를 들어,
OVF(Open Virtualization Format) 같은 표준 머신 이미지 형식

3) 관리 인터페이스 고려사항
�

다중 제공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는 각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모니터링 및 관리에 사용되는
관리 인터페이스의 상호작용을 의미함

�

두 인터페이스가 상호운용가능하지 않다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함
- 관리를 위한 복수의 사용자 계정, 유지보수를 위한 복수의 접근 권한, 교육 및 사용을 위한
복수의 관리 포털
- 머신 인스턴스 작동을 체크하기 위한 관련 단순 작업도 다 단계의 과정이 될 수 있음

�

이상적인 케이스는, 제공자에 관계없이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의 모니터링 및 관리에 하나의
도구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임

110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가이드라인

Vol.1(2016)

- 위의 케이스가 가능하려면 모든 관리 API가 상호작용 가능해야 하고 모든 관리 visual 인터
페이스가 호환 가능해야 함 (예를 들면, 하나의 브라우져로 통합될 수 있는 표준 웹 기술 기반)
�

두 클라우드 서비스의 관리 인터페이스가 같지 않다면, 그 차이의 여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 예를 들면, 다른 관리 API를 연결시킬 수 있는 adapter layer를 가진 관리 도구의 이용

4) 비지니스 인터페이스 고려사항
�

제공자 A와 제공자 B의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구독 관리, 요금청구, 송장발부와 같은
기능의 통합을 필요로 할 수 있음

�

비지니스 인터페이스가 상호운용 되지 않는다면, 다른 제공자로부터 제공되는 다른 비지니스
인터페이스 각각을 맵핑하거나 transformation할 수 있는 비지니스 도구를 찾아야 함

5) 보안 고려사항
�

다른 제공자로부터 제공되는 다중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 운영
측면, 보안 component의 관리 구성 측면을 고려해야 함

�

이상적인 케이스는 이러한 보안 측면들이 다른 제공자 사이에서도 상호운용되어 제공자에
의해 하나의 도구와 절차로 관리할 수 있는 것임

6) 추천사항
�

(SaaS) 다른 제공자에 의해 운용되는 동일 기능에 대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APIs, 프로토
콜, 데이터 형식이 동일하거나 맵핑되어 있는지 확인

�

다른 제공자의 클라우드 서비스들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APIs,
프로토콜, 데이터 변환을 수행하는 중개자(ESB, Enterprise Service Bus) 사용 고려

�

(PaaS) 다른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환경(웹서버, DB 서버 등)가 호환가능한
지 확인

�

다중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식성 및 상호운용성, 통합 이슈 등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 클라우드
제공자와 같은 중개자의 사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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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3 : 이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타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 결 한 경 우

< 그림 A.4-4 : 클라우드 서비스가 링크되어 있는 경우 >

�

고객은 두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그 중 하나는 다른 하나의 서비스에 의해 링크
되어 직접 이용됨

�

단일 애플리케이션 혹은 통합 애플리케이션 집단에 링크될 경우 좀 더 효과적으로 특정 기능
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

�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링크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은 SaaS to PaaS 예시로 설명
가능하며 이 경우, SaaS 애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 솔루션으로써 조직이 필요로 하는 기능/특
성들을 서비스함

�

SaaS 애플리케이션은 BI 및 분석을 서비스하는 고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음,
따라서 조직은 또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PaaS 서비스를 이용하여 API, 기타 데이터
세트와의 결합, 추가적인 수익이나 시장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타 데이터 세트를 통한
SaaS 솔루션으로부터의 추가 기능을 사용 가능함

1) 상호운용성 고려사항
�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연결을 위해서는 두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의 API가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원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정의되어 있어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의 실행이 용이하도록 SOA기술(REST 인터페이스, stateless 상호작용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의 제약과 관련한 API 사용의 성능 편차를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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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 범주와 두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의 범주는 두 서비스 간의 연결의 성
질에 영향을 미침

�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가 SaaS라면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제공자에게 belong되어 있기 때
문에 두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의 API 이용이 가능하도록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구조화되어 있
어야 함(잘 알려진 사실 표준이나 공적표준을 준수해야 함)

�

두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가 SaaS라면 적어도 기본 프로토콜은 표준화 되어 있어야 함(예를
들어 REST/JSON, REST/XML 프로토콜, 데이터포맷)

�

API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에 lock-in될 위험이 있고 다른 제공자로
이동이 어렵거나 비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2) 이식성 고려사항
�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개체(entity)가 이동 및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식성은 고려대상이 아님

3) 관리 인터페이스 고려사항
�

다른 제공자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관리는 각 제공자의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에 대한 적
응을 필요로 하는 등 사용자의 추가적인 노력을 요함(시나리오2의 고려사항 참고)

4) 비지니스 인터페이스 고려사항
�

다른 제공자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활용은 각 제공자의 서로 다른 비지니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적응을 필요로 하는 등 사용자의 추가적인 노력을 요함(시나리오 2의 고려사항 참고)

5) 보안 고려사항
�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각 이종 클라우드 서비스 차체의 보안뿐만 아니라 이종 클라우드 서비스
간의 연결에 있어 보안 조치, 즉 강력한 ID 및 접속 관리(IdAM, Id & Access Management)
기능이 요구됨
- 자격 증명 및 암호화 기술 요구

�

공통의 제 3 자 IdAM 기능을 통해 사용자 보안 정보에 대한 이식과 복제 필요성 감소

6) 추천사항
�

제공자가 SOA 설계 원리를 준수하는지 API가 상호운용성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지 확인

�

다중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식성 및 상호운용성, 통합 이슈 등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 클라우드
제공자와 같은 중개자의 사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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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해 지원되는 보안 기술이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해 사용

�

가능한지 확인

□ 시나리오 4 :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 존 시 스 템 내 부 기 능 을 연 결

< 그림 A.4-5 :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존 시스템의 내부 기능을 연결 할 경우 >

새로 적용할 클라우드 서비스에 기존 IT 자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와 기존 보유 capabilities

�

가 클라우드 전략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인력, 프로세스, 기술을 포함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가 배포될 때, 클라우드 서비스와 다양한 on-premises 애플리케이션

�

및 시스템 간 연결은 중요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통합은 3가지 유형이 있음

�

- 프로세스(또는 제어) 통합 : 특정 workflow를 실행하기 위해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
키는 것
- 데이터 통합 :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공통으로 공유하는 경우 또는 한 애플리케이션의
출력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입력이 되는 경우
- Presentation 통합 : 다중 애플리케이션이 대쉬보드나 mashup을 통해 사용자에게 결과값을
동시에 보여주는 경우
이러한 통합의 목적은 다중 비즈니스 기능이나 시스템 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workflow를

�

실행하기 위한 것임
�

다른 형태의 통합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존 on-premise IT tool에 의해 모니터링되거나
관리되어져야 하는 경우임

�

On-premise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간 연결을 위한 통합 고려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grating Application to Public Cloud Services: Roadmap for succes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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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운용성 고려사항
�

In-house capabilities와 클라우드 서비스 간 연결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필요로 하는 onpremises의 기능 및 데이터가 명확히 식별되어야하고 이에 원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API가
정의되어야 함

�

On-premises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서비스가 SOA 기술(REST interface, stateless
interactions 등)에 영향을 끼침

�

그렇지 않다면, 안정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재설계가 중요
해질 수 있음

�

SaaS 서비스의 경우, 제공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어하기 때문에 제공자가 기능 통합 요구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API description, 보안 요구사항과 같은 필수 정보를 사용가능하도록
해야 함

�

PaaS 서비스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이용자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대부분
의 기능 통합 요구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함

�

IaaS 서비스의 경우, 모든 기능 통합 요구사항을 다룰 수 있어야 함

2) 이식성 고려사항
�

이 시나리오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개체(entity)가 이동하거나 transferring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식성은 이슈 대상이 아님

3) 관리 인터페이스 고려사항
�

클라우드 서비스와 on-premises capabilities의 연결은 통합 혹은 전체 솔루션으로써 두 환경
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및 지원이 요구됨

�

Backup/Recovery, disaster recovery, fail-over와 같은 주요 기능이나 고가용성 요구사항은
프로세스 범위 및 계획의 한 부분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해 재검토 되어야 함

4) 비지니스 인터페이스 고려사항
�

비지니스 인터페이스는 구독 관리, 요금청구, 송장발부를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비즈니스
측면과 관련된 capabilities를 포함함

�

대게 on-premises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비지니스 인터페이스는 존재하지 않음

�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작은 비즈니스 capabilities 관리를 위한 in-house 시스템의 구매/배
포를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정의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API와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용자에게 적용시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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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premises business management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클라우드 이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기존 시스템에 match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 및
시스템, adapter를 적용할 수 있음

5) 보안 고려사항
�

클라우드 서비스에 securing access를 위해 Virtual Private Network와 같은 기술이 고려되
어질 수 있음

�

접근 제어, 방화벽 설정, DDoS 대책, 암호화 기술은 이러한 새로운 API에 관련되어 고려되어
져야 함

6) 추천사항
�

시나리오 1의 권고사항 참조

�

클라우드 서비스의 비즈니스 측면을 다루는 in-house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확인. 이용이 불가
능하다면 새로운 시스템 설치를 고려하고, 이용이 가능하다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비즈니스 측
면과 어떻게 연결할지 고려할 것

�

On-permises 시스템과 클라우드 서비스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데이터 변환을 수행하는 ESB(Enterprise Service Bus) 사용을 고려할 것

□ 시나리오 5 :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 용 자 기 능 이 주

< 그림 A.4-6 : 클라우드 서비스로 고객의 기능을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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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premises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public 클라우드 환경으로 그 기능을
이동시키는 경우임

�

해당 유즈케이스는 비용 절감, 비즈니스 개선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하므로 고객의 관점에
서 중요

�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환 준비를 위한 애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의 평가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쉽게 public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동가능한지의 여부와 어떤 서비스 모델(IaaS,
PaaS, SaaS)이 지원가능한 지 결정하는 데 필요

�

Lowest-risk 애플리케이션(최소한의 고객 데이터와 기타 기밀 정보)을 가능하게 하고 클라우
드 컴퓨팅의 elasticity 특성 등의 이점이 있음

�

아래의 표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적절/부적절한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나타냄
<표 : A.4-1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 유형>
클라우드로 적절

클라우드로 부적절

- 개인의 시간 및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모바일 사용자 그룹에
의해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
- 회사의 광범위한 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limited 한정된
정보만 사용
- 드물게 사용되지만 구동 시 중요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응용프로그램
- 회사의 IT인력이 시간대가 다른 지역에 위치할 경우
-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테스팅, 시제품 제작이 변화할 경우
- SOA(서비스 지향 아키텍쳐) 애플리케이션

- 극도로 민감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응용프로그램
- 운영에 민감하고 사내 전용 네트워크(private network)로 구
동되는 응용 프로그램
-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할 수 없는 on-premises 데이터베이
스에 대한 빈번한/방대한 트랜잭션을 필요로 하는 응용 프로
그램
- 클라우드 공급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레거시 플
랫폼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 절차에 대해서는
“Migrating Applications to Public Cloud Services: Roadmap for Success”
을 참고

1) 상호운용성 고려사항
�

SaaS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에게 속해있으
며, 이러한 경우 on-premises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로의 전환
은 애플리케이션 코드 이식(porting)과정은 포함하지 않음

�

On-premises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대체됨

�

SaaS의 경우 중요한 것은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인터페이스 호환성임
- 특히, end user에게 보여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타 고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가능하게
만들어줄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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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aS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공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on-premises 애플리케이션에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은 비현실적일지도 모르지만, 유사한 기능끼리는 유사한 방식으로 제
공한다면 사용자를 재교육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충분히 실현가능함
�

이상적인 경우 SaaS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API는 대체될 on-premise 환경의 애플리케이
션 또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와 동일해야함
- API가 상호운용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on-premise 애플리케이션을 SaaS로 대체
하는 과정에서 API의 변경이 요구됨
- 영향을 받는 애플리케이션의 범위에 따라 변경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ESB(Enterprise Service Bus)를 배포하는 공통 계층 생성

�

PaaS, IaaS의 경우 end user에게 보여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외부 애플리케이션에 제시
되는 API는 애플리케이션 코드

2) 이식성 고려사항
�

SaaS 서비스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형식과 내용은 제공자에 따라 달라짐

�

데이터 이식성은 on-premises 애플리케이션에서 SaaS 서비스로 전환할 때 주요 고려사항

�

PaaS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 시, 데이터 이식성은 최소한의 영향만 받게 됨
- 예외 : PaaS 환경의 일부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가 고객데이터의 데이터 포맷에 민감한
경우

3) 관리 인터페이스 고려사항
�

클라우드 서비스의 통합 애플리케이션 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은 애플리케이션 배포 및 환경설
정, 애플리케이션에 할당된 자원(CPU, 스토리지 등)의 변경, 애플리케이션 사용량 및 상태
모니터링을 포함해야 함

�

In-house에서 사용되던 툴을 그대로 사용가능한지, 새로운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 적용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함

�

이러한 고려사항은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in-house facilities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용가능한 동일한
facilities와 match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이러한 관리 인터페이스는 웹애플리케이션, 기타 Visual 인터페이스, API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On-premises 애플리케이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환은 관리 인터페이스의 호환성
(특히 Visual 인터페이스의 경우)이나 상호운용성(특히 API의 경우)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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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용가능하도록 만들어진 facilities와 상호작용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4) 비지니스 인터페이스 고려사항
�

구독 관리, 요금청구, 송장발부을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비즈니스 측면과 관련된 기능

�

On-premises 애플리케이션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능임

5) 보안 고려사항
�

시나리오 4의 보안 이슈 참조

6) 추천사항
�

시나리오 4의 권고사항 참조

�

(SaaS) On-premises 애플리케이션과 전환된 클라우드 서비스의 호환성 고려

�

사용자 인터페이스, API, 프로토콜, 데이터 포맷이 전환된 클라우드 서비스에 잘 정의되어있
는지 확인

�

(PaaS)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환경(웹서버, DB서버 등)이 onpremises 애플리케이션 환경과 호환가능한지 확인

�

관리 및 비즈니스 기능을 위한 제공자의 인터페이스를 검토하고 직접 사용되거나 기존/신규
in-house 시스템과 통합될 수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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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CIMI 유즈케이스 소개

□ 서비스 수 준 정 책 관리에 대 한 활 용 사 례
- 그림 A.5-1는 서비스 수준 정책 관리에 대한 활용 사례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일한 SLO
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간의 가상머신 생성 및 이동을 위한 프로토콜의 예를 보여준다.
아래에 설명되는 절차가 수행되기 이전에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A와 B는 동일한 수준의
SLO 정책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 그림 A.5-1 : 동일 수준 SLO를 공유하는 제공자 간의 가상 머신 생성 및 이동을 위한 프로토콜 >

- 그림 A.5-1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가진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A에게 가상머신에 대한 서비스수준
정책과 환경설정을 위한 파라메터를 요청한다.
∙프로바이더 A는 요청받은 가상머신에서 측정된 SLO와 환경설정 정보를 리턴한다.
∙리턴된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하고자 하는 가상머신의 SLO와 해당값을 프로바이더 A에게 가상
머신 생성 요청을 한다.
∙프로바이더는 요청된 값에 의해 가상머신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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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머신 생성이 완료되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에게 생성 완료 통보를 한다.
∙가상 머신은 A로부터 B로 이동될 수 있다.

□ 로 그 및 메타데이터 관 리 활 용 사 례 중 자원메타데이터 확 장 및 오픈스택 권 한 부 여
모델
- 그림 A.5-2은 로그 및 메타데이터 관리 활용 사례 중 자원메타데이터 확장 및 오픈스택 권한
부여 모델의 예를 표현한 것이다. A라는 회사에는 모든 권한을 가진 관리자와 Dept1 리소스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 그룹, Dept2 리소스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 그룹이 존재한다.

< 그림 A.5-2 : 자원 메타데이터 확장 및 오픈스택 권한 부여 모델 >

- 관리자는 모든 그룹의 리소스와 공유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각각의 그룹은 각 그룹의
자원에 대한 모든 권한과 공유 리소스에 대해서는 읽기/갱신의 권한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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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 티 클라우드 관 리 사 용 사례의 멀 티 클라우드 간 에 공유되는 사 설 네트워크를 생 성
- 그림 A.5-3는 멀티 클라우드 관리 사용 사례의 멀티 클라우드 간에 공유되는 사설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예제를 보여준다.

< 그림 A.5-3 : 멀티클라우드 간 공유되는 사설 네트워크 생성 절차 >

- 그림 A.5-3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가진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A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A, B 사이에 공유되는 사설 네트워크 생성을 요청한다.
∙프로바이더 A는 프로바이더 B에게 사용자를 위한 가상 네트워크 생성을 요청한다.
∙프로바이더 B는 프로바이더 A에게 가상 네트워크 생성이 완료되었움울 알린다,
∙사용자가 프로바이더 A의 가상 머신을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포로바이더에 요청하고,
프로바이더 A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한다.
∙사용자가 프로바이더 B의 가상 머신을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포로바이더에 요청하고,
프로바이더 A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한다.
∙사용자가 Provider A에게 A에 속한 가상 머신을 네트워크에 추가하도록 요청하고 가상머신
이 네트워크에 추가된다.
∙사용자가 Provider B에게 B에 속한 가상 머신을 네트워크에 추가하도록 요청하고 가상머신이
네트워크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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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그림 A.5-4와 같이 Provider A의 가상 머신과 Provider B의 가상 머신
사이에 서로 공유되는 사설 네트워크가 생성된다.

< 그림 A.5-4 : 두 대의 가상머신에 할당된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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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OCCI 참조 구현체 분석 및 활용

□ rOCCI
�

rOCCI(Ruby OCCI Framwork) 구성요소
- rOCCI는 rOCCI-core, rOCCI-api, rOCCI-cli, rOCCI-server로 구성되며, 각각에 대한 소
스코드 다운로드와 설치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조 할 수 있다.
∙rOCCI-core

: https://github.com/EGI-FCTF/rOCCI-core

∙rOCCI-api

: https://github.com/EGI-FCTF/rOCCI-api

∙rOCCI-cli

: https://github.com/EGI-FCTF/rOCCI-cli

∙rOCCI-server : https://github.com/EGI-FCTF/rOCCI-server
- 각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표 A.6-1 : rOCCI 구성 요소 및 역할 >
구성 요소

역할

rOCCI-core

rOCCI 프레임워크의 코어 라이브러리로 OCCI 코어와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HPPT 랜더링에
대한 문서를 정의

rOCCI-api

클라이언트에서 OCCI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rOCCI-cli

OCCI의 활성화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쉘 클라이언트

rOCCI-server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연동하여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온 요청을 처리하고,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반환하는 백엔드

- rOCCI 구성요소 중 rOCCI-cli와 rOCCI-api는 전형적인 OCCI 표준 클라이언트 구현체로
소스의 양이 많지 않으므로 소스코드를 직접 확인하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rOCCIcore는 서버 구현에서 라이브러리 형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rOCCI-server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

rOCCI(Ruby OCCI Framework) - server
- rOCCI-server 셋업을 위한 준비사항
∙Ruby 2.0 이상
∙Bundler gem 설치(
“gem install bundler”명령어를 이용하여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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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Nebula 백앤드를 사용한다면 4.4 버전 이상
∙AWS EC2 백앤드를 사용한다면 AWS EC2 사용자 계정(account)
- rOCCI-server 셋업은 관리자 가이드를 참조하여 Debian 계열과 RedHat 계열의 리눅스
버전에서 설치 및 설정할 수 있는 안내가 있으며, 어드민 가이드에는 배포 예시와 rOCCIserver 내부 구조를 함께 참조할 수 있다.
∙URL : https://wiki.egi.eu/wiki/rOCCI:ROCCI-server_Admin_Guide
- 그림 A.6-1은 rOCCI-server 관리자 가이드에 안내되어 있는 배포 예시로, rOCCI-server
개발자에 의해 설치된 전형적인 시스템 구조의 예를 보여준다.
- HTTP 서버와 Cloud 매니저는 별도의 독립된 서버에 위치하며, HTTP 서버는 rOCCIserver와 함께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pache HTTP Server는 NGINX와 같은 다른
웹서버를 사용할 수 있으며, SSL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클라우드 매니저 역시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에는 OpenNebula를 사용하지만, 이 외에 EC2 백엔드를
사용할 수 있다.

< 그림 A.6-1 : OpenNebula를 이용한 rOCCI-server의 일반적인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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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CI-server 내부를 살펴보면 MVC 패턴 구조로 개발되어 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REST API 응답을 위한 View와 실제 rOCCI 백앤드와 연동을 통해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Model로 구성되어 있다. View는 Rendering 모듈과 연동되며, Model은 각각의 rOCCI
백엔드의 백엔드 컨넥터와 연동된다.

< 그림 A.6-2 : rOCCI-server 내부 구조 >
�

rOCCI-server 개발환경 설정
- OpenNebula의 기본 하이퍼바이저는 KVM이며, 이외에 XEN과 VMware를 지원한다.
OpenNebula가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rOCCI-server의 개발 환경 설정은 Vagrant를
이용해서 준비하면 쉽게 개발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 Vagrant는 오픈소스 하이퍼바이저인 VirtualBox를 이용하여 다양한 운영체제 이미지를 생
성하고, 일괄적인 환경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Vagrant는 다음 사이트에 방문하면 사
용하는 운영체제에 맞는 Vagrant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간단한 사용법도 함께
얻을 수 있다.
∙URL : https://www.vagrantup.com/downloads.html
- Vagrant를 이용해 Debian 7 Wheels 버전의 박스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VagrantFile를
생성하고, Vagrant를 실행하면 쉽게 rOCCI-server 개발환경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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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grant box add debian/wheezy64
$ vi Vagrantfile
Vagrant.configure(2) do |config|
config.vm.box = "debian/wheezy64
“
config.vm.hostname =“rocci”
config.vm.network“private_network”
, ip:“192.168.0.42”
config.ssh.username = "vagrant"
config.ssh.password = "vagrant"
config.vm.synced_folder ".", "/vagrant", owner: "root", group: "root"
config.vm.synced_folder "/opt/rOCCI-server", "/home/vagrant/rOCCIserver", owner: "root", group: "root"
config.vm.provider "virtualbox" do |vb|
vb.memory = "2048"
vb.cpus = "2"
end
config.vm.provision "shell", inline: <<-SHELL
apt-get update
apt-get install -y git ruby-dev libssl-dev memcached
apt-get install -y libcurl4-openssl-dev apache2-mpm-worker libapr1-dev \
libaprutil1-dev apache2-prefork-dev build-essential libapache2-modsecurity
gem install bundler
mkdir /var/lib/rocci
adduser --system --disabled-password --group \
--shell /bin/sh --home /var/lib/rocci rocci
mkdir -p /opt/rOCCI-server
git clone https://github.com/EGI-FCTF/rOCCI-server.git /opt/rOCCI-server
cd /opt/rOCCI-server
git checkout 1.1.x
chown -R rocci:rocci /opt/rOCCI-server
ln -sf /opt/rOCCI-server/log /var/log/rocci-server
ln -sf /opt/rOCCI-server/etc /etc/rocci-server
bundle install --deployment --without development test
bundle exec passenger-install-apache2-module --auto
bundle exec passenger-install-apache2-module --snippet > passenger.load
cp /opt/rOCCI-server/examples/etc/apache2/sites-available/occi-ssl \
/etc/apache2/sites-available/occi-ssl.conf
chmod o-rwx /etc/apache2/sites-available/occi-ssl.conf
echo Listen 11443 >> /etc/apache2/ports.conf
cp /opt/rOCCI-server/examples/etc/apache2/conf.d/security /etc/apache2/conf.d/
cp /opt/rOCCI-server/passenger.load /etc/apache2/mods-available/
a2enmod passenger
a2enmod ssl
a2enmod mod-security
a2ensite occi-ssl
service apache2 restart
SHELL
end
$ vagrant up
$ vagrant s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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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grant에 설치된 /opt/rOCCI-server/ 디렉토리 밑에 있는 소스들은 개발 PC의
/home/vagrant/rOCCIserver 디렉토리와 동기화되어 개발 PC에서도 rOCCI-server 소스
들을 확인할 수 있다.
�

rOCCI-server 소스 디렉토리 구조
- git을 통해 rOCCI-server 소스를 다운로드 받은 후 /opt/rOCCI-server 디렉토리를 살펴보
면 여러 디렉토리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app 디렉토리에 그림 A.6-2에서 확인했던
controllers, models, views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다음 사이트는 rOCCI-server가 가지고 있는 모든 클래스를 설명하는 사이트로 해당 클래스
명세서와 소스를 함께 분석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URL : http://www.rubydoc.info/github/EGI-FCTF/rOCCI-server/index
- 컨트롤러는 아래와 같다.
∙application
∙compute
∙cors
∙mixin
∙network
∙networkinterface
∙occi_model
∙os_tpl
∙resource_tpl
∙storage
∙storagelink
∙unauthorized

□ ooi (OpenStack OCCI Interface)
�

ooi 구성요소
- ooi는 크게 ooi 코어 소스, 환경설정을 위한 설정파일 샘플, 사용자를 위한 설치 가이드 및 사
용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ooi 코어 소스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스들로 구성된다.
∙오픈스택 API 호출을 위한 API,
∙OCCI 코어, OCCI 인프라스트럭처, OCCI 렌더링으로 구성된 occi,
∙인스턴스 생성시 Flavor(사양)을 설정하기 위한 OpenStack 템플릿 및 속성,
∙단위테스트 및 결과값을 리턴하기 위한 WSGI
- 그림 A.6-3은 ooi의 프로세스 흐름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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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REST API를 이용하여 오픈스택의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자원 목록을 요청한다.
② WSGI server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 OpenStack WSGI 미들웨어로 자원 목록을 요청한다.
③ WSGI server는 프로세스에 맞춰 ooi 미들웨어에게 다시 자원 목록을 요청한다.
④ ooi 미들웨어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⑤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OpenStack API WSGI app에게 요청한다.
⑥ 응답 받은 결과를 ooi 미들웨어가 OpenStack WSGI 미들웨어로 리턴하고,
⑦ OpenStack WSGI 미들웨어는 리턴받은 결과를 다시 WSGI server로 리턴한다.
⑧ WSGI server 역시 리턴받은 결과를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리턴한다.

< 그림 A.6-3 : OpenStack OCCI Interface 프로세스 >

�

OpenStack 및 ooi(OpenStack OCCI Interface) 구성 및 설정
- 오픈스택은 2010년 10월 미 항공우주연구원 NASA와 RACKSPACE가 손을 잡고 Apache
2.0 버전으로 공개한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2010년 10월 Austin을 릴리즈한 이래
로 6개월에 한번씩 새로운 버전을 릴리즈하고 있으면, 현재 릴리즈 된 버전은 Newt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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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설치 매뉴얼을 통해 Debian 계열의 Ubuntu, 레드햇 계열의 CentOS와 수세 리눅스에
서 설치할 수 있다.
∙Newton 설치 매뉴얼 : http://docs.openstack.org/project-install-guide/newton/
∙Mitaka 설치 매뉴얼 : http://docs.openstack.org/mitaka/
∙Liberty 설치 매뉴얼 : http://docs.openstack.org/liberty/
- 다양한 오픈스택 설치 매뉴얼이 존재하는데, 빠르게 서비스가 가능한 오픈스택 설치 방법은
CentOS 7에서 RDO PackStack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RDO
PACKSTACK을 이용하여 오픈스택을 설치하는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URL : https://www.rdoproject.org/install/quickstart/
- 또한 ooi는 오픈스택 설치를 완료한 후 ooi 0.3.2 documentation을 참조하여 설치할 수 있다.
∙URL : https://ooi.readthedocs.io/en/stable/

�

ooi REST API 서비스 종류
- ooi API 서비스 종류 및 사용 방법은 다음 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다.
∙URL : https://ooi.readthedocs.io/en/stable/user/usage.html
- 아래 표 A.6-2는 ooi REST API 서비스 종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ooi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총 5가지이며, 자원별로 사용할 수 있는 Action들이 4�5가지가 있다.
< 표 A.6-2 : ooi REST API 서비스 종류 >
Resource

Action

Discovery

Compute

Storage

Storage Link

Network

URI

Method

/occi1.1/-/
List compute

/occi1.1/compute

Show compute

/occi1.1/compute/<compute_id>

Create compute

/occi1.1/compute/

POST

Delete compute

/occi1.1/compute/<compute_id>

DELETE

List storage

/occi1.1/storage

Show storage

/occi1.1/storage/<storage_id>

Delete storage

/occi1.1/storage/<storage_id>

List storage links

/occi1.1/storagelink

Show storage link

/occi1.1/storagelink/<storagelink_id>

Create storage link

/occi1.1/storagelink/

POST

Delete storage link

/occi1.1/storagelink/<storagelink_id>

DELETE

List networks

/occi1.1/network

Show network

/occi1.1/network/<network_id>

Create network

/occi1.1/network/

POST

Delete network

/occi1.1/network/<network_id>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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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Resource

Action

Network Link

�

URI

Method

List network links

/occi1.1/networklink

Show network link

/occi1.1/networklink/<networklink_id>

Create network link

/occi1.1/networklink/

POST

Delete network link

/occi1.1/networklink/<networklink_id>

DELETE

ooi REST API 사용 예제
- 본 ooi REST API 사용 예제에서는 OpenStack Mitaka 버전을 CentOS에 RDO
PackStack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설치한 노드에 ooi 모듈을 설치한 테스트 베드를 이용한다.
- 먼저 ooi의 REST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스택의 인증 서비스인 Keystone을 인증 해야
한다. CURL을 이용해 Keystone 인증을 받으면 헤더에 인증 토큰이 함께 리턴된다.

$ curl -s -X POST http://172.31.24.61:5000/v2.0/tokens

-H "Content-Type: application/json"

-d '{"auth":

{"tenantName": "demo", "passwordCredentials": {"username": "demo", "password": "327a4b0367414227"}}}'

|

python -m json.tool

{
"access": {
"metadata": {
"is_admin": 0,
"roles": [
"9fe2ff9ee4384b1894a90878d3e92bab"
]
},
"serviceCatalog": [
{
"endpoints": [
{
"adminURL": "http://172.31.24.61:8774/v2/b6c6de3eb0bb4108bed6e5dbcf6daae2",
"id": "b79a8950b69140b59d249ba1df393211",
"internalURL": "http://172.31.24.61:8774/v2/b6c6de3eb0bb4108bed6e5dbcf6daae2",
"publicURL": "http://172.31.24.61:8774/v2/b6c6de3eb0bb4108bed6e5dbcf6daae2",
"region": "RegionOne"
}
],
"endpoints_links": [],
"name": "nova",
"type": "comp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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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ken": {
"audit_ids": [
"FH_soqN-Q26DdBGz8nfY4Q"
],
"expires": "2016-11-08T08:41:04Z",
"id": "d57800f3991c4ac3ac1540f046536e65",
"issued_at": "2016-11-08T07:41:04.967796Z",
"tenant": {
"description": "default tenant",
"enabled": true,
"id": "b6c6de3eb0bb4108bed6e5dbcf6daae2",
"name": "demo"
}
},
"user": {
"id": "ecd27071227a47848bd2b04e5dc0ee80",
"name": "demo",
"roles": [
{
"name": "_member_"
}
],
"roles_links": [],
"username": "demo"
}
}
}

- Keystone 인증을 통해 인증 토큰을 획득했다면 이번에는 ooi 0.3.2 documentation의
Usage documentation을 이용해 ooi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조회한다.
$ curl -H "X-Auth-token: d57800f3991c4ac3ac1540f046536e65" http://172.31.24.61:8787/occi1.1/-/
Category:

entity;

scheme="http://schemas.ogf.org/occi/core#";

class="kind";

title="entity";

location="http://172.31.24.61:8787/occi1.1/entity/"
Category: resource; scheme="http://schemas.ogf.org/occi/core#"; class="kind"; title="resource";
rel="http://schemas.ogf.org/occi/core#entity"; location="http://172.31.24.61:8787/occi1.1/resource/"
Category:

link;

scheme="http://schemas.ogf.org/occi/core#";

class="kind";

title="link";

location="http://172.31.24.61:8787/occi1.1/link/"
Category: compute; scheme="http://schemas.ogf.org/occi/infrastructure#"; class="kind"; title="compute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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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http://schemas.ogf.org/occi/core#resource"; location="http://172.31.24.61:8787/occi1.1/compute/"
Category: start; scheme="http://schemas.ogf.org/occi/infrastructure/compute/action#"; class="action"; title="start
compute instance"
Category: stop; scheme="http://schemas.ogf.org/occi/infrastructure/compute/action#"; class="action"; title="stop
compute instance"
Category: restart; scheme="http://schemas.ogf.org/occi/infrastructure/compute/action#"; class="action";
title="restart compute instance"
Category: suspend; scheme="http://schemas.ogf.org/occi/infrastructure/compute/action#"; class="action";
title="suspend compute instance
“
...

- ooi API를 통해 오픈스택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컴퓨트 자원 목록을 조회해 본다.

$ curl -H "X-Auth-token: d57800f3991c4ac3ac1540f046536e65" http://172.31.24.61:8787/occi1.1/compute
X-OCCI-Location: http://172.31.24.61:8787/occi1.1/compute/b6524d37-33ce-4de8-977c-615c421e47f2
X-OCCI-Location: http://172.31.24.61:8787/occi1.1/compute/fdc81609-c880-4e56-a689-6c5ec073a945
X-OCCI-Location: http://172.31.24.61:8787/occi1.1/compute/c059cdaa-7a16-41f6-bc8d-6f4cf279a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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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7

ManageIQ 설치 및 활용

□ ManageIQ 배 포/설 치 및 지 원 플랫폼
�

다양한 가상환경에서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면 ManageIQ를 설치할 수
있다.
- 엔터프라이즈에서의 ManageIQ 설치 방법 및 사용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면 쉽게 설
치할 수 있다.
∙URL : http://manageiq.org/docs/reference/
- 개발환경에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면 설치부터 환경설정 및 기본 사용방법을 숙지할 수
있다.
∙URL : http://manageiq.org/docs/get-started/

�

다음과 같은 엔터프라이즈 가상환경에서 사전 구성된 ManageIQ 이미지를 선택하여 인스턴
스를 생성하면 바로 ManageIQ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Google Compute Engine에서 ManageIQ 서비스를 설치하는 방법은 아래 가이드를 참조
하면 된다. 그러나, 가이드 중에 ManageIQ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URL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URL : http://manageiq.org/docs/reference/latest/doc-Installing_on_Google_
Compute_Engine/miq/
- 따라서, Google Compute Engine에서 ManageIQ 서비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
Google Cloud Platform 저장소에서 darga-3.tar.gz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계정의
스토리지에 버킷을 생성한 후 해당 버킷에 업로드해야 한다.
∙URL : https://console.cloud.google.com/storage/browser/manageiq/
- 파일 업로드가 완료되면 Google Compute Engine의 이미지에서 그림 A.7-1 과 같이 스토
리지에 등록한 파일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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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A.7-1 : Google Compute Engine에서 ManageIQ 이미지 생성 >

< 그림 A.7-2 : Google Compute Engine에서 ManageIQ 인스턴스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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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Google Compute Engine의 VM인스턴스에서 새로 생성한 ManageIQ 이미지를 이
용하여 그림 A.7-2와 같이 부팅 디스크를 manageiq-darga3를 선택하여 인스턴스를 생성해
야 한다. 인스턴스가 생성되면 ManageIQ 관련 프로세스들이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
- 그림 A.7-3과 같이 웹브라우저로 ManageIQ를 접속할 수 있으며, Username: admin,
Password: smartvm을 입력하면 로그인을 할 수 있다.

< 그림 A.7-3 : Google Compute Engine에서 생성한 ManageIQ >

- Microsoft Azure에 ManageIQ 설치 가이드는 다음 URL을 참조하면 쉽게 설치가 가능하
다. 그러나, 해당 가이드의 다운로드 URL에 문제가 있으므로 ManageIQ 사이트의 상단
Download 메뉴를 클릭하면 Microsoft Azure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URL : http://manageiq.org/docs/reference/latest/doc-Installing_on_
Microsoft_Azure/miq/
- OpenStack에서 ManageIQ 설치 가이드는 RedHat Enterprise Linux를 기준으로 가이드
가 되어 있으며, 일반 커뮤니티 버전의 OpenStack에서도 동일하게 참조하게 설치할 수 있
다. 해당 가이드 역시 이미지 다운로드 URL에서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없으며,
ManageIQ 메인 사이트의 상단 Download 메뉴를 클릭하면, OpenStack 이미지를 다운로
드 받을 수 있다.
∙URL : http://manageiq.org/docs/reference/latest/doc-Installing_on_Red_Hat_
Enterprise_Linux_OpenStack_Platform/miq/
-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역시 ManageIQ를 설치할 수 있는데 아래 URL에서
해당 가이드를 안내 받을 수 있다.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에 올라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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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IQ 이미지 역시 ManageIQ 사이트의 상단 Download 메뉴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
을 수 있다.
∙URL : http://manageiq.org/docs/reference/latest/doc-Installing_on_Red_Hat_
Enterprise_Virtualization/miq/

�

개발환경에서의 ManageIQ는 Vagrant와 Docker를 이용해서 쉽게 설치할 수 있다.
- Vagrant는 다음URL을 참조하면 쉽게 ManageIQ가 실행되는 개발환경을 설치할 수 있다.
∙URL : http://manageiq.org/docs/get-started/vagrant
- 단, Vagrant를 이용해 ManageIQ를 실행하려면 사전에 Vagrant와 VirtualBox가 설치되
어 있어야 한다. VirtualBox 설치는 Virtualbox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Vagrant는 다음 공식 사이트를 참조해서 설치할 수 있다.
∙VirtualBox Download Site : https://www.virtualbox.org/wiki/Downloads
∙Vagrant Installation Site : https://www.vagrantup.com/docs/getting-started/
- Docker는 다음URL을 참조하여 ManageIQ를 설치할 수 있다.
∙URL : http://manageiq.org/docs/get-started/docker
- Vagrant와 마찬가지로 Docker도 MangeIQ 이미지를 이용해 서비스를 올리기 전에
Docker를 미리 설치해야 한다. 다음 Docker 공식 문서에서 운영체제별 Docker 설치 가이
드를 안내 받을 수 있다.
∙URL : https://docs.docker.com/

�

ManageIQ 설치가 끝나고 로그인을 하면 그림 A.7-4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화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
- 모니터링, 알람, 레포팅 : ManageIQ는 사용자에게 데쉬보드에 레포트나 차트 또는 RSS
Feed와 같은 위젯을 추가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며, 환경설정을 통하여 하드
웨어,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 계정, 운영체제 그리고, 스냅샵 정보들을 확
인할 수 있다.
- 모니터링, 알람, 레포팅 기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URL을 참조하면 된다.
∙URL : http://manageiq.org/docs/reference/latest/doc-Monitoring_Alerts_
and_Reporting/m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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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A.7-4 : ManageIQ의 컴퓨트 환경설정 화면 >

- 정책 및 정책 가이드 : 정책은 가상 환경을 관리하는데 사용된다. 사용 가능한 정책에는 규정
준수와 제어로 나뉘는데, 규정 준수 정책은 가상 인프라스트럭처를 강화하고, 보안 요구사항
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데 사용되며, 제어 정책은 특정 조건을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 정책 및 정책 가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URL을 참조하면 된다.
∙URL : http://manageiq.org/docs/reference/latest/doc-Policies_and_Profiles_
Guide/miq/
- 인프라스트럭처 및 인벤토리 관리 : 다음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할 수 있으며, 자세
한 사항은 다음 URL을 참조하면 된다.
∙URL : http://manageiq.org/docs/reference/latest/doc-Managing_Infrastructure_
and_Inventory/miq/
∙클러스터
∙호스트
∙가상서버
∙데이터 저장소
∙PXE 서버
∙사용가능 존
∙테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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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인스턴스 사양
∙보안그룹
∙인스턴스
∙오케스트레이션
∙키 페어
∙오브젝트 스토어
- 프로바이더 관리 : ManageIQ를 통해 등록된 프로바이더의 클라우드 환경 리소스를 관리하
고, 웹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가상 썸네일을 사용하여 프로바이더를 나타낸다.
- 프로바이더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URL을 참조하면 된다.
∙URL : http://manageiq.org/docs/reference/latest/doc-Managing_Providers/miq/

< 그림 A.7-5 : ManageIQ의 프로바이더 가상 썸네일 >

- 그림 A.7-5는 ManageIQ의 프로바이더 가상 썸네일을 나타낸 것이다. 각 번호별로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 호스트 개수
∙2 : 관리시스템의 소프트웨어
∙3 : 현재 사용되지 않는 시스템 정보
∙4 : 인증 상태
- 가상서버 및 호스트 생성 : 가상서버 즉 인스턴스는 사용자의 생성 요청을 통해 인증 및 생
성가능 자원이 있는지 확인을 거친 후 승인이 되면 인스턴스가 생성이되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며, ManageIQ는 이와 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한다.
- 가상서버 및 호스트 생성에 대한 가이드는 다음 URL을 참조할 수 있다.
∙URL : http://manageiq.org/docs/reference/latest/doc-Provisioning_Virtual_
Machines_and_Hosts/miq/
- ManageIQ의 액션 스크립트 : ManageIQ의 액션 스트립트는 프로비저닝 프로세스의 일부
분을 변경하고, 다른 운영 작업을 자동화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다음 URL에서 액
션 스크립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URL : http://manageiq.org/docs/reference/latest/doc-Scripting_Actions/m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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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IQ REST API
�

ManageIQ는 대시보드와 REST API를 이용하여 다양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와 인프라 환경
을 관리할 수 있다.

�

ManageIQ REST API 서비스 종류
- ManageIQ API 서비스 종류 및 사용 방법은 다음 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다.
∙URL : http://manageiq.org/docs/api
- ManageIQ API 문서에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Overview
∙Reference
∙Appendices
∙Examples
- Overview 부분에는 인증, 권한부여, CRUD 요청, 필터링 및 API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방법에 대해 안내되어 있다.
- Reference 부분에는 표 A.7-1에 정리된 REST API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표 A.7-1 : ManageIQ REST API 서비스 종류 >
Resource

Automation

Categories &
Tags

Chargebacks &
Rates
Chargebacks &
Rates
Collections

Action

URI

Method

Creating Requests

/api/automation_requests

Approving or Denying
Requests

/api/automation_requests/:id

POST

Monitoring Requests

/api/automation_requests/:id?expand=tasks

GET

Querying Categories

/api/categories

GET

Querying Tags

/api/tags

GET

Creating Categories

/api/categories

POST

Creating Tags

/api/tags

POST

Editing Categories &
Tags

/api/categories/1430

POST

Deleting Categories &
Tags

/api/categories/1430

DELETE

Querying Chargebacks

/api/chargebacks

GET

Creating Chargeback Rates

/api/rates

POST

Updating Chargeback Rates

/api/rates/16

POST

Deleting Chargeback Rates

/api/rates/16

POST

Automation Requests 외 42

/api/[collection]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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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Custom Attributes

Group
Management

Host Mangement
Instance
Management

Action

URI

Method

Querying Custom Attributes

/api/vms/:id?expand=custom_attributes

GET

Adding Custom Attributes

/api/vms/:id/custom_attributes

POST

Editing Custom Attributes

/api/vms/:id/custom_attributes

POST

Deleting Custom Attributes

/api/vms/:id/custom_attributes

POST

Querying Groups

/api/groups

GET

Creating Groups

/api/groups

POST

Editing Groups

/api/groups/:id

POST

Deleting Groups

/api/groups/101

POST

Querying Hosts

/api/hosts

GET

Editing a Host

/api/hosts/:id

POST

Targeting Instances

/api/instances/:id

POST

Querying Instances

/api/instances

POST

Setting Ownership to single
resource

/api/vms/320

POST

Setting Ownership to multiple
resources

/api/services

POST

Querying Policies

/api/policies

GET

Querying Policies of a
Resource

/api/vms/320?expand=policies

GET

Resolving Policies of a
Resource

/api/vms/320/policies/7

POST

Policy Actions

/api/policy_actions

GET

Policy Conditions

/api/conditions

GET

Policy Events

/api/events

GET

Creating Providers

/api/providers

POST

Editing Providers

/api/providers/:id

POST

Deleting Providers

/api/provides/:id

DELETE

Referesh Providers

/api/providers/:id

POST

Creating Requests

/api/provision_requests

POST

Approving or Denying
Requests

/api/provision_requests/:id

POST

Monitoring Requests

/api/provision_requests:id?expand=tasks

GET

Setting Ownership

Policy
Management

Policy Collections

Provider Support

Provision
Requests

- Appendices 부분에는 고급 프로비저닝 속성, 프로바이터 타입, 프로비전 요청 지원 속성,
자원 속성 및 기타 레퍼런스와 SOAP 프로토콜을 REST 프로토콜에 매핑하는 방법이 설명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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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mples 부분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REST API의 사용
예들이 안내되어 있다.
�

ManageIQ REST API 사용 예제
- 본 ManageIQ REST API 사용 예제는 최근 릴리즈 한 Darga 버전으로 Google Cloud
환경을 추가 설정하고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 ManageIQ의 REST API는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ManageIQ Proxy Server는
3000번 포트로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API 테스트를 하려면 ManageIQ가
설치되어 있는 가상서버에 접속하여 테스트 하여야 한다.

$ sudo netstat -napt | grep LISTEN
tcp
0
0 127.0.0.1:11211
tcp
0
0 0.0.0.0:22
tcp
0
0 127.0.0.1:3000
tcp
0
0 0.0.0.0:5432
tcp
0
0 127.0.0.1:25
tcp
0
0 127.0.0.1:44127
tcp
0
0 127.0.0.1:4000
tcp
0
0 127.0.0.1:5000
tcp6
0
0 :::80
tcp6
0
0 :::22
tcp6
0
0 :::5432
tcp6
0
0 ::1:25
tcp6
0
0 :::44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
:::*
:::*
:::*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11821/memcached
2539/sshd
11957/puma 3.3.0 (t
7218/postgres
2493/master
11704/MIQ Server
11973/puma 3.3.0 (t
11925/puma 3.3.0 (t
12018/httpd
2539/sshd
7218/postgres
2493/master
12018/httpd

- ManageIQ API를 이용하여 관리중인 서비스나 자원 목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ManageIQ
에 인증을 먼저 해야 한다. 아래와 같이 --user 옵션뒤에 ManageIQ 로그인 계정과 패스워드를
입력하고,「http://localhost:3000/api/auth」
를 호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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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l --user admin:smartvm -i -X GET -H "Accect: application/json" http://localhost:3000/api/auth
HTTP/1.1 200 OK
Access-Control-Allow-Origin: *
Access-Control-Allow-Headers: origin, content-type, authorization, x-auth-token
Access-Control-Allow-Methods: GET, POST, PUT, DELETE, PATCH
Content-Type: application/json; charset=utf-8
Content-Security-Policy: default-src 'self'; connect-src 'self'; frame-src 'self'; script-src 'unsafe-eval'
'unsafe-inline' 'self'; style-src 'unsafe-inline' 'self'; report-uri /dashboard/csp_report
X-Content-Type-Options: nosniff
X-Download-Options: noopen
X-Frame-Options: SAMEORIGIN
X-Permitted-Cross-Domain-Policies: none
X-XSS-Protection: 1; mode=block
ETag: W/"ca3b0b70074bd473d24afbd2ae9aeed5
“
Cache-Control: max-age=0, private, must-revalidate
X-Request-Id: d1c3d539-7e61-4a1b-a68b-552cff822487
X-Runtime: 0.123498
Transfer-Encoding: chunked
{"auth_token":"6e9a2cddd0876434108db99f724d8f3a","token_ttl":600,"expires_on":"2016-11-14T09:14:16Z"}

- ManageIQ 인증에 성공하면 auth_token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얻은 auth_token을 이용하
여 아래와 같이 Header에 X-Auth_Token을 설정하고,「http://localhost:3000/api/
services/」
를 호출하면 현재 ManageIQ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서는 특별히 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없어서 count와 subcount가 0으로 표시된다.
$ curl -i -X GET -H "Accept: application/json" -H "X-Auth-Token:6e9a2cddd0876434108db99 fd8f3a"
http://localhost:3000/api/services/
HTTP/1.1 200 OK
Access-Control-Allow-Origin: *
Access-Control-Allow-Headers: origin, content-type, authorization, x-auth-token
Access-Control-Allow-Methods: GET, POST, PUT, DELETE, PATCH
Content-Type: application/json; charset=utf-8
Content-Security-Policy: default-src 'self'; connect-src 'self'; frame-src 'self'; script-src 'unsafe-eval'
'unsafe-inline' 'self'; style-src 'unsafe-inline' 'self'; report-uri /dashboard/csp_report
X-Content-Type-Options: nosniff
X-Download-Options: noopen
X-Frame-Options: SAMEORIGIN
X-Permitted-Cross-Domain-Policies: none
X-XSS-Protection: 1; mode=block
ETag: W/"a89db00ea4ea0bbae8321b62faca5859"Cache-Control: max-age=0, private, must-revalidate
X-Request-Id: 8569837e-0dd8-483f-8fff-b294d2260643
X-Runtime: 0.032862
Transfer-Encoding: chunked
{"name":"services","count":0,"subcount":0,"resources":[],"actions":[{"name":"edit","method":"post","href":"http://localhost:3000/a
pi/services"},{"name":"retire","method":"post","href":"http://localhost:3000/api/services"},{"name":"set_ownership","method":"po
st","href":"http://localhost:3000/api/services"},{"name":"delete","method":"post","href":"http://localhost:3000/api/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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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예로 X-Auth-Token을 헤더에 설정 후,
「http://localhost:3000/api/vms/」
를 호출하면
ManageIQ에서 추가 설정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및 인프라 환경에 해당하는 vm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현재 운영중인 Google Cloud의 VM 정보를 json으로 확인할
수 있다.
$ curl -i -X GET -H "Accept: application/json" -H "X-Auth-Token: 3f054f59571c6cc8eb89feee75e64da8"
http://localhost:3000/api/vms/
HTTP/1.1 200 OK
Access-Control-Allow-Origin: *
Access-Control-Allow-Headers: origin, content-type, authorization, x-auth-token
Access-Control-Allow-Methods: GET, POST, PUT, DELETE, PATCH
Content-Type: application/json; charset=utf-8
Content-Security-Policy: default-src 'self'; connect-src 'self'; frame-src 'self'; script-src 'unsafe-eval'
'unsafe-inline' 'self'; style-src 'unsafe-inline' 'self'; report-uri /dashboard/csp_report
X-Content-Type-Options: nosniff
X-Download-Options: noopenX-Frame-Options: SAMEORIGIN
X-Permitted-Cross-Domain-Policies: none
X-XSS-Protection: 1; mode=block
ETag: W/"ea53e6f05190ca8e2adfeab9e0eb7795
“
Cache-Control: max-age=0, private, must-revalidate
X-Request-Id: ac1561d0-a614-4bbc-bfe2-d984aa99a74a
X-Runtime: 0.119171
Transfer-Encoding: chunked

{"name":"vms","count":5,"subcount":5,"resources":[{"href":"http://localhost:3000/api/vms/655"},{"href":"http://localho
st:3000/api/vms/656"},{"href":"http://localhost:3000/api/vms/657"},{"href":"http://localhost:3000/api/vms/658"},{"
href":"http://localhost:3000/api/vms/659"}],"actions":[{"name":"add_lifecycle_event","method":"post","href":"http://loc
alhost:3000/api/vms"},{"name":"add_event","method":"post","href":"http://localhost:3000/api/vms"},{"name":"refresh
","method":"post","href":"http://localhost:3000/api/vms"},{"name":"shutdown_guest","method":"post","href":"http://loca
lhost:3000/api/vms"},{"name":"reboot_guest","method":"post","href":"http://localhost:3000/api/vms"},{"name":"start","
method":"post","href":"http://localhost:3000/api/vms"},{"name":"stop","method":"post","href":"http://localhost:3000/a
pi/vms"},{"name":"suspend","method":"post","href":"http://localhost:3000/api/vms"},{"name":"request_console","met
hod":"post","href":"http://localhost:3000/api/vms"},{"name":"reset","method":"post","href":"http://localhost:3000/api/v
ms"},{"name":"retire","method":"post","href":"http://localhost:3000/api/vms"},{"name":"set_owner","method":"post","hre
f":"http://localhost:3000/api/vms"},{"name":"set_ownership","method":"post","href":"http://localhost:3000/api/vms"},{
"name":"scan","method":"post","href":"http://localhost:3000/api/vms"},{"name":"delete","method":"post","href":"http://lo
calhost:3000/api/vms"}]}

□ ManageIQ 개 발 환 경
�

ManageIQ의 개발 환경 설정은 ManageIQ 개발자 가이드를 참조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가이드에는 CentOS 7과 Mac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가이드가 제공된다.
- URL : http://manageiq.org/docs/guides/developer_setup.html

�

ManageIQ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들에 의해 실행되며, [ps -ef | egrep‘postgres|ap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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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a’
로 검색하면 관련 프로세스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 ps -ef | egrep 'postgres|apache|puma'
postgres 7218
1
0 Nov13 ?
00:00:00 /opt/rh/rh-postgresql94/root/usr/bin/postgres -D
/var/opt/rh/rh-postgresql94/lib/pgsql/data
postgres 7260 7218
0 Nov13 ?
00:00:00 postgres: logger process
postgres 7272 7218
0 Nov13 ?
00:00:03 postgres: checkpointer process
postgres 7273 7218
0 Nov13 ?
00:00:01 postgres: writer process
postgres 7274 7218
0 Nov13 ?
00:00:11 postgres: wal writer process
postgres 7276 7218
0 Nov13 ?
00:00:00 postgres: autovacuum launcher process
postgres 7277 7218
0 Nov13 ?
00:00:21 postgres: stats collector process
postgres 7278 7218
0 Nov13 ?
00:00:00 postgres: bgworker: pglogical supervisor
postgres 11712 7218
0 Nov13 ?
00:07:03 postgres: root vmdb_production [local] idle
root
11925 11704
0 Nov13 ?
00:00:59 puma 3.3.0 (tcp://127.0.0.1:5000) [MIQ: Web Server Worker]
root
11957 11704
0 Nov13 ?
00:01:11 puma 3.3.0 (tcp://127.0.0.1:3000) [MIQ: Web Server Worker]
root
11973 11704
0 Nov13 ?
00:01:20 puma 3.3.0 (tcp://127.0.0.1:4000) [MIQ: Web Server Worker]
apache 14754 12018
0 03:43 ?
00:00:00 /usr/sbin/httpd -DFOREGROUND

- ManageIQ는 크게 데이터베이스인 PostgreSQL과 경량 Ruby 웹서버인 Puma와 Apache
웹 서버로 실행된다.
- PostgreSQL은 북미와 일본에서 높은 인지도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객체-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이다. 엔터프라이즈급 DBMS와 차세대 DBMS에서 제공하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DBMS이다. PostgreSQL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URL : https://www.postgresql.org/
- Ruby를 위한 웹 프레임워크인 Puma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빠른 속도와 높은 병렬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Puma를 이용해 실행되고 있는 Web Server Worker는 3가지
포트로 분류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ManageIQ UI - tcp:127.0.0.1:3000
∙ManageIQ WS - tcp:127.0.0.1:4000
∙ManageIQ Websocket - tcp:127.0.0.1:5000
- Puma의 Proxy balancer와 포트를 매핑시켜주는 Apache 웹서버의 환경설정은
/etc/httpd/conf.d 디렉토리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 ll /etc/httpd/conf.d/
total 96
...
-rw-r--r--. 1 root root
-rw-r--r--. 1 root root
-rw-r--r--. 1 root root
-rw-r--r--. 1 root root
-rw-r--r--. 1 root root
-rw-r--r--. 1 root root
...

98 Nov 13 23:06 manageiq-balancer-ui.conf
103 Nov 13 23:06 manageiq-balancer-websocket.conf
98 Nov 13 23:06 manageiq-balancer-ws.conf
612 Sep 23 23:47 manageiq-http.conf
1382 Sep 23 23:47 manageiq-https-application.conf
415 Sep 23 23:47 manageiq-https.co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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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IQ의 핵심 소스들은 /opt/manageiq/ 디렉토리에 있으며, ManageIQ 설치를 위한
manageiq-appliance, 대시보드를 위한 manageiq-ui-self_service와 ManageIQ의 REST
API를 담당하는 manageiq로 구성되어 있다.
$ ll /opt/manageiq/
total 8
lrwxrwxrwx. 1 root root 17 Sep 23 23:47 manageiq -> /var/www/miq/vmdb
drwxr-xr-x. 6 root root 4096 Sep 23 23:47 manageiq-appliance
drwxr-xr-x. 10 root root 4096 Sep 24 00:04 manageiq-ui-self_service

�

ManageIQ의 REST API를 담당하고 실제 업무처리를 위한 소스는 /var/www/ miq/vmdb
디렉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핵심 소스는 app, product, public 디렉토리를 참조하면
된다.
- /var/www/miq/vmdb/app/ 디렉토리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림
A.7-6과 같은 MVC 패턴의 아키텍처를 갖는다.
∙assets
∙controllers
∙decorators
∙helpers
∙mailers
∙models
∙presenters
∙services
∙views

< 그림 A.7-6 : Ruby on Rails MVC 아키텍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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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8

의미적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 상세

�

<첨부 8>에서는 5.2절에서 소개된 의미적 상호운용성 관련 개념에 따른 상세한 기술을 설명하
고 해당 기술을 조선가공 ERP 영역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 온톨로지의 분 류
�

형식성(formality)의 정도에 따른 분류 (그림 A.8-1 참고)
- 단순한 용어사전에서부터 복잡한 논리언어 기반의 온톨로지까지 그 범위와 종류가 다양하며
추론 메커니즘의 유무 역시 형식성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데, 형식성의 정도가 약한 온톨로지
일수록 추론 능력이 떨어진다.

< 그림 A.8-1 : 형식성(formality)의 정도에 따른 온톨로지의 분류 >
�

적용 범위에 따른 분류 (그림 A.8-2 참고)
- 추상화 정도에 따라 상위(upper-level) 온톨로지와 하위(lower-level) 온톨로지로 구분된다.
- 상위 온톨로지는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개념, 즉 보편성에 초
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정영역에 종속되지 않는 온톨로지로 주로 상식적인 개념들을 모델
링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현실세계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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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위 온톨로지는 추상적이거나 철학적 또는 일반적 개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foundational) 온톨로지 또는 일반(universal) 온톨로지라고도 부른다.
- 상위 온톨로지의 대표적인 예로는 SUMO (Suggested Upper Merged Ontology),
DOLCE (Descriptive Ontology for Linguistic and Cognitive Engineering), Cyc가 있다.
- 메타데이터 온톨로지*는 상위 온톨로지의 한 분야로 메타데이터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표준화
시켜 정보검색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위 온톨로지의 한 종류이다.
* 더블린코어(Dubline Core)가 대표적으로 미국 국립 정보 표준화 기구(NISO: National Information Standards
Organization)에 의해서 추진된 메타데이터 표준으로 웹 기반의 메타데이터를 인덱싱하고, 검색하는 기존의 방법을 보완
하는데 사용된다.

- 하위 온톨로지는 보편성을 추구하지 않고 경계가 있는 특정영역의 현실세계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특정 영역이나 분야에 한정된 시각에서 그 영역의 개념과 개념간의 관계
를 모델링함으로써 특정 영역을 추상화하고 체계화한다.
- 하위 온톨로지, 특히 영역 온톨로지의 대표적인 예로는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개발한 기업
온톨로지(EO, Enterprise Ontology), 토론토 대학교에서 개발한 TOVE(Toronto Virtual
Enterprise)등이 있다.

< 그림 A.8-2 : 적용 범위에 따른 온톨로지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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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톨로지 기 술 계 층 구 조
�

웹기반의 온톨로지 구축 및 공유를 위해 그림 A.8-3과 같은 기술 계층 구조가 발전해 왔다.

< 그림 A.8-3 : 의미적 상호운용성을 위한 기술 계층 구조 >
�

이 중 RDF(S)*와 OWL이 핵심 기술 요소이며 논리 계층, 논증 계층, 신뢰 계층은 아직 표준
화가 진행 중이므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 RDF-S는 RDF Schema를 의미하고 RDF와 RDF Schema를 통칭하여 RDF(S)로 나타냄

□ RDF(S)
�

RDF 소개
- W3C에서 개발하여 1999년에 W3C 권고안으로 채택되었으며 OIL, DAML+OIL, OWL
등에 영향을 주었다.
- 단순한 트리플(triple)형태로 웹 자원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언어로 모든 사물과 개념들을
자원(resource, 자원의 식별자로‘URIref’
를 사용)으로 보고 자원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자원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있다.
- 다양한 온톨로지 툴들을 이용하면 RDF 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편리하고 쉽게
RDF 편집 가능하고 특히 웹에서 데이터를 공개하고 연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예를 들어,「http://www.example.org/bob#me」
를 검색하면 밥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밥이 앨리스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앨리스의 IRI (International Resource
Identifier)로 식별이 되어 제공할 수 있다.
- 앨리스의 IRI를 검색하면 그녀의 친구나 관심 등에 관한 다른 데이터 세트에 대한 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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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그녀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 할 수 있으므로 사람 또는 자동 프로세스가 그
러한 링크를 따라 다양한 사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

RDF 데이터 모델: 트리플
- RDF는 자원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Statements)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며, 이 문장 형식은
간단하며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주어> <술어> <목적어>
- RDF 문장은 두 자원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주어와 목적어는 관계를 가지는 두 자원을 표현
하고 술어는 이 관계의 특성을 표현하는데 관계는 방향성(주어에서 목적어로)을 가지며,
프로퍼티(Property)라고 명명한다.
- 비형식적인 의사코드(pseudocode)로 표현한 RDF 예는 표 A.8-1과 같다.
∙하나의 자원은 여러 트리플에서 참조될 수 있으며 위의 예시에서 밥(Bob)은 4개의 트리플
에서 주어로, 모나리자(Mona Lisa)는 1개의 트리플에서 주어, 2개의 트리플에서 목적어로
표현된다.
∙같은 자원이 한 트리플에서는 주어로, 다른 트리플에서는 목적어로 표현됨으로서 트리플들
간에 연결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RDF 능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 표 A.8-1 : 예제 트리플 (비형식) >
<Bob> <is a> <person>.
<Bob> <is a friend of> <Alice>.
<Bob> <is born on> <the 4th of July 1990>.
<Bob> <is interested in> <the Mona Lisa>.
<the Mona Lisa> <was created by> <Leonardo da Vinci>.
<the video 'La Joconde a Washington'> <is about> <the Mona Lisa>.

- 트리플들은 연결된 그래프로 시각화 할 수 있으며 그래프는 노드와 아크로 구성되고, 트리플
의 주어와 술어는 그래프에서 노드로 구성된다. (그림 A.8-4는 샘플 트리플을 그래프로 표현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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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A.8-4 : 샘플 트리플의 비형식 그래프 >

- 일단 이와 같은 그래프가 있다면 SPARQL을 사용하여 질의(예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를 할 수 있다.
�

RDF의 한계점
- RDF 속성은 양쪽에 인수가 두 개인 이진 속성이므로 인수가 자연스럽지 못하면, 코드 읽기
가 다소 난해할 수 있으며 순수 XML 기반 구문이므로 가독성이 다소 미흡하다(계층적 표현
이 미흡).
- 자원과 자원을 특정한 형태로 연결시켜 놓은 것에 불과해서 자원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나
타내는 데 한계가 있어 속성의 도메인을 제한하거나 비슷한 자원을 한 데 묶어서 클래스로
표현하는 기능이 없다.

�

RDF Schema
- 2004년 2월에 W3C 권고안으로 발표되었다.
- RDF를 프레임 지식표현 패러다임으로 확장한 언어로 도메인에 필요한 어휘와 기본 가정들
을 정의할 수 있게 하고 도메인 구성에 대해 객체지향 모델링과 유사한 표현력을 제공한다.
- 즉, RDF의 한계를 극복하여 다음의 기능을 구문으로 제공한다(표 A.8-2 참고).
∙유사한 개체를 묶어서 하나의 클래스로 정의
∙속성을 기술
∙클래스와 속성의 계층구조 정의
∙각 속성이 서술부와 목적부에 어떤 값을 취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의역과 공역의 개념
∙메타데이터의 속성과 클래스 간의 관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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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A.8-2 : RDF Schema 구문 >
어휘

설명

rdfs : Class

클래스를 정의하는 요소(element)
속성(properties)을 클래스에 할당하기 위해서는 rdf:Property, rdfs:range, rdfs:domain을 함께
사용함
클래스 식별자(identifier)로서 rdf:about 애트리뷰트에 URIref를 써줌

I rdfs : type C

I(자원)는 C(클래스)의 인스턴스

rdfs : label

클래스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라벨을 붙여주는 애트리뷰트

rdfs : subclassOf

한 클래스가 다른 기존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임을 명시하는 요소

rdf : Property

클래스의 속성(property)을 정의하는 요소(element)
rdfs:range, rdfs:domain와함께사용됨

rdfs : domain

미리 정의된 클래스를 값으로 가지며, 한 속성이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정의하는 애트리뷰트(주어
부, 정의역)

rdfs : range

미리 정의된 클래스를 값으로 가지며, 한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정의하는 애트리뷰트
(목적부, 공역)

rdfs : Literal

문자열이나 정수 같은 상수 값들로 이루어진 클래스

�

RDF(S)의 한계점
-‘<rdfs : range>’구문을 통해 특정한 속성이 지니는 속성값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온톨
로지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주어부 별로 지정할 수 없어 불편할 때가 많다.
- 속성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RDF(S)는 모든 속성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분류
학상으로 정교하지 못하다.
- 클래스 역시 속성과 마찬가지로 부울 연산 등을 통해 기존의 클래스를 재조합할 수 있어야
하는데 RDF(S)에서는 이를 가능케 하는 어휘를 제공하지 않는다.
- 클래스 간에 공통의 인스턴스가 없는 경우(비접합성, disjointness),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어휘가 없다.
- 각기 다른 온톨로지를 병합하거나 재사용 할 때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지닌 클래스나
속성의 동치성을 표현할 수 없고, 이름이 같지만 다른 의미를 지닌 클래스나 속성의 비동치
성을 표현할 수 없다.
- 어떤 클래스가 특정한 속성을 통해 몇 개의 속성값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 제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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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L
�

OWL 소개
- RDF와 RDF Schema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W3C의 후원으로 개되었으며
DAML+OIL을 발전 시켜 개발되었다.
- 다른 온톨로지 마크업 언어에 비해 표현력이나 추론 능력에서 가장 뛰어난 언어로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OWL 종류는 OWL Lite, OWL DL, OWL Full이며 이
순서대로 표현력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 기본 요소는 클래스와 속성이며 각 요소 별로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

OWL 주요 기능
- 클래스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 하나의 부류로 모아지는 개체들의 그룹을 뜻하고 RDF Schema
의 구문과 유사하게‘owl : Class’구문으로 표현된다.
- 클래스 계층구조
∙임의의 두 클래스에 속한 인스턴스가 모두 같다면 클래스 외연(extension)이 같다고 하고
클래스에 속한 인스턴스가 모두 같다고 하더라도 클래스 자체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 즉,
내포(intension)가 다르면 동일한 클래스로 보지 않는다.
∙예를들어,‘영어수업을 듣는 학생’
과‘수학수업을 듣는 학생’
이 동일하다면 두 클래스의
외연은 같으나 자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클래스로 보지 않는다.
∙하위 클래스의 표현은 RDF Schema의 구문과 동일하게‘rdfs : SubClassOf’이다.
- 속성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 또는 데이터타입과 연결하는 개념
∙ObjectProperty: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다른 클래스에 속한 인스턴스와 연결하는 속성
∙DatatypeProperty: 클래스 인스턴스를 특정한 데이터타입과 연결하는 속성
∙속성의 정의역, 공역 표현 - 각각 rdfs : domain, rdfs : range
∙예)‘프린터’
와 그 프린터를 만드는‘제조회사’
를 연결하는 속성‘제조하다’
가 있다면 정의
역(속성이 취할 수 있는 클래스의 범위)은‘프린터’
이고 공역(속성이 속성값을 취할 수 있는
범위)은‘제조회사’
이다.
- 속성 계층구조
∙
‘rdfs : subPropertyOf’구문을 사용하여 계층을 형성할 수 있다.
- RDF(S) 대비 새로운 기능
∙동치성:> 클래스 간 - owl : equivalentClass, 속성 간 - owl : equivalentProperty, 인스턴스
간 - sam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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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치성: differenceFrom, Alldifferent, 속성의 특성: inverseOf, Transitive,
Symmetric 등
∙속성의 제약: allValueFrom, someValueFrom, Cardinality 등
∙클래스의 공리: oneOf, dataRange, disjointWith 등
∙클래스 간 부울 연산: unionOf, complementOf, intersectionOf 등
[ 참고 A.8-1 : Protege ]

ㅇ 1999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개발한 온톨로지 편집기로 현재 30만명 이상의 등록된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널리 쓰이는 온톨로지 편집기 중 하나이다.
ㅇ 오픈소스이며, 웹 기반 편집기와 PC에 설치하는 패키지형 편집기 두 가지를 제공한다.
ㅇ 온톨로지를 GUI를 통해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뿐만 아니라 온톨로지를 검증 및 분류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ㅇ RDF, OWL 및 Turtle 등 다양한 온톨로지 포맷을 지원하며 시각화와 온톨로지 처리를 위한 다양한 확장 플러그인을
통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 그림 A.8-5 : Protege 온톨로지 편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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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P 분 야 온톨로지 구 축 사 례
�

ERP 분야 특성
- ERP는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영역이므로 실 사례는 세부 비즈니스 영역 별로 한정되며, 주로
조선, 자동차 등 지속적으로 업무 절차가 자주 변경되고 업체 간 협업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교환
과 공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에서 온톨로지가 적용되고 있음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

주요 사례: 조선 가공공정
- 본 사례의 온톨로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EO(Enterprise Ontology)에 기반하고 있다.
EO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Meta-Ontology and Time
② Activity, Plan, Capability and Resource
③ Organization
④ Strategy
⑤ Marketing
- 상기 다섯 가지 영역에서 업무 처리 절차를 표현하기 위한 워크플로우가 가시적으로 표현
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구조(Enterprise Architecture) 모형과 업무처리절차
모형을 추가하여 EO를 확장하였다.
- 확장된 EO로 조선 가공 공정과 관련한 다섯 개의 Activity를 모델링 하였고 그 중 가공공정
전처리작업 Activity의 예를 살펴보면 그림 A.8-6와 같다.

< 그림 A.8-6 : 선박가공공정 전처리작업 Activity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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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된 Activity들을 EO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어정의가 필요하다. 본 사례에서는 국
어사전, H조선소의 신입사원용 교육 책자 등을 근거로 용어를 정의하였다.

< 그림 A.8-7 : 선박가공공정 관련 용어 정의 >

- 그림 A.8-8은 정의한 용어들을 EO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것인데 선박가공공정의 특
성상 대다수의 용어들이 Activity 항목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A.8-8 : 정의된 용어의 EO 항목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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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 공정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들의 관계를 온톨로지로 표현하면 그림 A.8-9와 같다.

< 그림 A.8-9 : 선박가공공정 용어 관계도 >

< 그림 A.8-10 : Protege에 등록된 클래스 및 슬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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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들이 정리되면 클래스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그림 A.8-10과 같이 온톨로지 편집기인
Prote、
ge、
에 등록하여야 한다. 속성 및 다른 클래스와의 관계는 슬롯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 클래스 등록이 완료되면 그림 A.8-11과 같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실제 Activity의 인스턴스
를 등록해야 한다. 슬롯의 값을 이미 생성된 다른 인스턴스로부터 선택해서 Activity를 등록
하면 인스턴스 간의 관계가 생성된다.
- 가공 공정 온톨로지를 Prote、
ge、
로 편집한 후 Graph Widget으로 강재입고부터 강재절단까
지 과정만 추출해서 ACTIVITY, ACTOR, RESOURCE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A.812와 같다.
- Prote、
ge、
의 또 다른 플러그인인 Ontoviz를 통해서 전체 조선 가공공정을 시각화 해보면 그림
A.8-13과 같다.

< 그림 A.8-11 : Activity 인스턴스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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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A.8-12 : Graph Widget으로 표현한 조선 가공공정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가이드라인 Vol.1(2016) | 159

< 그림 A.8-13 : Ontoviz로 표현한 조선 가공공정 >

- (고찰) 워크플로우가 수정되는 경우 수정되는 Activity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만 변경하
면 워크플로우를 관리할 필요없이 온톨로지를 처리해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의 흐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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