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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급변하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개된 데이터와 서비스들을 연동하여 새로운 가치를 갖는 매쉬업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그러나 매쉬업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다른 출처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목적에 맞게
가공하고 서비스들을 연동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며, 이는 개발자들의 개발 부담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매쉬업 서비스 개발을 위한 Open API 기반의
메시지 라우터를 제안한다.

Ⅰ. 서 론
IT 기술의 발달은 수많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왔다.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해왔으며, 서비스
제공자들은 급변하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해왔다. 그러던 중 Web
2.0 개념[1]이 등장하면서 개방, 참여,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되었으며, 이는 서비스 개발
방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Web 2.0 으로 인해 많은 공공
기관과 기업들이 데이터와 서비스를 인터넷 상에
공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갖는
서비스들이 개발되어왔는데 이렇게 개발된 서비스를
매쉬업 서비스라고 부른다.
매쉬업 서비스는 공개된 데이터나 기존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유연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매쉬업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서는 데이터 및 서비스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구축이 필요로 하며, 이는
개발자의 개발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곧 매쉬업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큰 제약사항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OpenAPI
기반의 메시지 라우터를 제안한다. 메시지 라우터는
OpenAPI 메시지를 통해 개발자들의 요청을 받으며,
필요로
하는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중계하거나
서비스들을 연동하여 전달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및
서비스 연동을 위한 개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매쉬업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Ⅱ. 관련 동향 및 연구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나
서비스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활용 가능하게 제공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정부 3.0 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개발자들은 별도의 토큰을 신청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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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날씨, 교통, 재난 정보
등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Google Map,
Facebook, Twitter 등 기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은 OpenAPI 을 통해 각 서비스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한편 매쉬업 서비스 개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줄이고자 하는 선행 연구 또한 국내외에서 존재해왔다.
그 중에서도 LAMEC (Lightweight Architecture for
Mobile web content access over Enterprise Cloud
mashup)는 모바일과 클라우드 플랫폼을 연동하여
모바일 웹을 사용할 때 전송되는 데이터 용량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2]. 또한,
매쉬업 서비스 개발 모델로 제안된 IoTMaaS 는 IoT
기기 사이의 연동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라우드
환경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3].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매쉬업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성과를
보였지만,
다양한
플랫폼들을
연동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는 다소 미흡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Ⅲ. 본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시지
라우터는
EIP
(Enterprise
Integration
Pattern)[3]를
통해
각
구성요소를 구현하였다. 메시지 라우터는 내부적으로
라우팅 모듈, 서비스 체이닝 모듈, 워크플로우 모듈,
트래픽 제어 모듈로 구성 된다 [그림.1]. 또한, 다양한
외부 플랫폼 연동을 위해 플랫폼과 메시지 라우터
사이에 IoT 어댑터, Service 어댑터, BigData 어댑터를
구현하였다. 각 어댑터는 외부 데이터 및 서비스를
연동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써 IoT 어댑터는 Mobius,
IoTMakers 와 같은 IoT 플랫폼과의 연동을 지원하며,
Service 어댑터는 Google Map, 정부 3.0 공공 데이터
연동 지원, BigData 어댑터는 MongoDB, MySQL 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부터 Apache Spark 같은 데이터 분석
플랫폼 연동을 지원한다. 메시지 라우터는 OpenAPI 를
통해 개발자의 요청을 처리하는데, OpenAPI 는 HTTP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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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메시지로 정의된다. HTTP 메시지의 Body 에는
요청 메시지 이름과 요청 기능이 JSON 형식으로
정의되어 있다. OpenAPI 를 통해 메시지가 메시지
라우터에 전달되면 라우팅 모듈은 메시지를 식별하여
요청 메시지를 다른 모듈 또는 어댑터로 전달한다.
서비스 체이닝 모듈은 여러 목적지를 거치면서 데이터를
연동하거나 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체인을 생성한다. 워크플로우
모듈은 연동되는 메시지들을 통합하거나 스케줄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트래픽 제어
모듈은 메시지 라우터가 가지는 부하를 경감시키기 위한
모니터링 기능 및 Load balancing 기능을 제공한다.

인지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다[5]. 이에 기반 하여
실제 실험에서는 요청을 보낸 후 응답이 700ms 이내로
수신되는지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 플랫폼으로부터
데이터를 1,000 번씩 요청하였는데, MongoDB 에서 최신
갱신 데이터 요청 (BigData 플랫폼), IoTMakers 에서
IoT 센서 최신 측정 값 요청 (IoT 플랫폼), 정부 3.0
공공데이터에서 중기 일기예보 요청 (Service 플랫폼)을
하였다. 그 결과, BigData 플랫폼에서는 84.9%, IoT
플랫폼에서는
78.8%,
Service
플랫폼에서는
89.2%이라는 높은 비율로 응답 메시지가 700ms 내로
수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그림 1. 메시지 라우터 전체 구조도
구현된 메시지 라우터는 다양한 플랫폼들 연동을 통한
매쉬업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지만, 기존 연동 방법과는
달리 데이터나 서비스들이 메시지 라우터를 경유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달의 신뢰성 손실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전달의 신뢰성을 성능 지표로
측정하기 위해 비실시간 데이터 전송 신뢰성, 실시간
데이터 전송 신뢰성 두 가지 측면에서 성능을
검증하였다. 비실시간 데이터 전달 신뢰성은 메시지
라우터를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누락되는 데이터 없이 정상적으로 전달되는지를 측정한
성능 지표이다. 실험은 BigData 플랫폼을 통해
MongoDB 에 저장된 IoT 센서 데이터를 개발자가
요청하였을 때의 응답 시간과 전달된 데이터 개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요청 데이터 수가 증가할수록 응답
시간도 다소 증가하였지만, 누락된 데이터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그림 3. 실시간 데이터 전송 신뢰성 측정 실험 결과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매쉬업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OpenAPI 기반 메시지 라우터를 제안하였다. 메시지
라우터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연동함으로써 개발자들의
서비스 개발 부담을 줄여준다. 향후 연구 이슈로는 더
많은 플랫폼의 연동을 위한 연동 인터페이스 설계와
메시지 라우터의 부하에 따른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한
확장성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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