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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1)

최근 사물인터넷의 보편화로 다양한 임베디드 디

바이스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수

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또는 재생산하

여 사용자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

트웨어 구조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 이러

한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구조는 실 환경에서 데이

터를 수집하는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와 수집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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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한 플랫폼 구조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실 환경에 존재하는 디바이스들은 인터

넷을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정의 API

에 맞춰 데이터를 전달한다.

이러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구조는 서비스 프로

바이더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춰 수직적 구조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보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정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최근 서비스 지향 구조(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2]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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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with the widespread use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the service structure has
been studied to interact with various service domains. A common way to interact with other
service domains is to develop the APIs needed to interact on the platform. However,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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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서비스 지향 구조에서는 다수의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수직구조 형태의 시스템들이 

상호 연동하여,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혼합하여 제공하는 수평적 구조의 서비스 형태를 갖

춘다.

수평적 구조의 서비스 형태에서는 각 도메인에 존

재하는 플랫폼 간의 연동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하여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연동 API를 개별 플랫폼에 

탑재함으로써, 각 도메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교환

하거나 혼합하여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연동되는 플

랫폼의 수가 증가할수록 플랫폼간 연동을 위한 API

가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동일한 형태의 

API가 존재하더라도, 연동되는 플랫폼이 다를 경우,

해당 API를 추가적으로 탑재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

수의 플랫폼과 연동할 경우, 연동되는 API의 개수가 

비례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서비스 개발 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다[3-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연

동되는 플랫폼의 개수가 증가하더라도, 데이터 전송 

또는 교환 시 하나의 연동 모듈에서 상대 플랫폼에서 

요구되는 API를 동적으로 생성하여 제공하는 동적 

API 플랫폼에 대하여 제안한다. 제안하는 동적 API

플랫폼은 웹 기반의 툴을 이용하여, 연동되는 플랫폼

에서 요구되는 API를 데이터 형태로 입력받아, 실제 

데이터 교환 또는 혼합 시 해당 입력받은 API를 동적

으로 생성하여 플랫폼 연동 시 연동되는 플랫폼이 개

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되는 API 모듈의 개발을 

최소화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 에서는 연동되는 

플랫폼의 API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웹 기반의 API 입력 툴과, 해당 API를 데이터 전송 

시 동적으로 생성하는 동적 API 생성 플랫폼을 개발

한다. 또한 개발된 동적 API 플랫폼의 효율성을 입

증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로부터 다양한 오픈 API

를 이용하여 COVID-19 감염 현황 데이터를 검출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적 

API 플랫폼의 구조와 개발에 대하여 기술하고, 3장에

서는 본 논문에서 개발된 동적 API 플랫폼의 효율성

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공 API를 이용한 COVID-19

현황 서비스 프로토타입 시스템 개발에 대하여 기술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과제에 대

하여 기술한다.

Ⅱ. 동적 API 생성 플랫폼 설계
본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적 API 플랫

폼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안하는 동적 API 플랫폼은 

외부 플랫폼과 연동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동 API 개

발 없이 연동 규격 정의를 위한 문서 또는 입력을 통

하여 특정 서비스 제공 시 목적지 플랫폼에 맞춘 API

를 동적으로 생성하여 별도의 API 개발 없이 연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하여 동적 API 플랫폼은 <그

림 1>과 같이 Model Connector, Data Manager,

Service Binder, API Repository로 구성된다. 또한 다

양한 서비스 모델을 실시간으로 저작할 수 있도록 

Node RED와 연동이 가능하게 설계 하였다.

<그림 1>에서 Model Connector는 서비스 모델 저

작 도구인 Node RED[7]와 연동할 수 있도록 Node

RED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따라서 Model Connector는 Node RED에서 정의한 

각 함수가 실행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Data Manager는 Model Connector로부터 요청 받

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API Repository로부터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플랫폼과의 연동 규격을 기반

으로 실제 외부 플랫폼과 연동하기 위한 API를 생성

한다. 이를 위하여 Data Manager는 JSON, HTML,

XML 기반의 전송 데이터를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

도록 설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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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Repository는 외부의 플랫폼과 연동하기 위한 

API 리스트를 정의한 것으로서 NoSQL로 설계하였

다. 따라서, 개별 플랫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형식의 

API를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ervice Binder는 

Data Manager로부터 전달 받은 API 규격을 해당 플

랫폼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Ⅲ. 공공 API를 이용한 COVID-19 현황 서비스 구현
3.1 COVID-19 감염현황 검출 서비스 설계

본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적 API 플랫폼

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

공데이터포털[8]에서 제공하는 OpenAPI에 적용하여 

동적 API 플랫폼 상에서 COVID-19 감염현황 정보를 

동적으로 검출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를 위하여 

Node RED를 통하여 COVID-19 감염현황 통계를 표

출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동적 API 플랫폼 개발을 위하여 웹 및 

다양한 디바이스 상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

다. 또한 다양한 API를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하여 카

산드라 DB[9]를 사용하였으며 비동기 처리와 웹브라

우저들 간의 차이를 감추기 위하여 Ajax[10]와 

jQuery[11]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응답된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차트와 같은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 

Chart.js[12] 라이브러리를 함께 사용하였다.

<표 1>은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코로나 관련 

OpenAPI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항목들이다. <표 1>

에 보인 것과 같이 대부분의 공공데이터는 인증키를 

통한 인증 형식을 사용하며 해당 요청에 대한 결과로 

XML 데이터나 JSON 데이터를 REST 응답으로 제공

한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은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으며 REST 방식이 아니라 

해당 URL에 접근시 XML 데이터를 반환한다. 따라서 

공공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키를 발급받아

야 하며 모든 공공데이터 OpenAPI는 하나의 인증키

를 공유하게 된다.

<그림 2>는 <표 1>에 보인 공공데이터 중 공공데

이터활용지원센터_보건복지부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검출하기 위해 필요한 OpenAPI 질의를 위한 필수 파

라미터들을 나타낸 것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적 

API 플랫폼 내의 API Repository에 저장하는 정보이

다.

<그림 1> 동적 API 플랫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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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그림 2>에서 보인 OpenAPI 질의 파

라미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일별 확진

자, 완치자, 지료중인환자, 사망자 등에 대한 현황자

료를 나타내는 XML 데이터의 일부를 보인 것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 일별 확진자는 

<decideCnt> 요소에서, 완치자는 <clearCnt> 요소에

서, 치료중인환자는 <careCnt> 요소에서, 사망자는 

<deathCnt> 요소에서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정보들 중 최근 일주인간 코로나19 감염자정보

를 추출하여 그래프 형태로 추이를 확인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림 3>에 보인 것과 같은 형태로 공공데이터포

털에서 전달받은 XML 및 JSON 데이터를 동적 API

플랫폼에서 표출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그림 4>와 

같은 response 구조 형태로 동적 API 플랫폼에 정의

하였다.

<표 1> 공공데이터 OpenAPI기반 코로나 관련 정보현황
공공데이터 인증 형식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송 

포맷
보건복지부_코로나19

감염_현황
인증키 REST XML

보건복지부_코로나19
시.도발생_현황

인증키 REST XML

보건복지부_코로나19
해외발생_현황

인증키 REST XML

보건복지부_코로나19
연령별.성별감염_현황

인증키 REST XML

질병관리청_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무인증 LINK XML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_코
로나19 예방접종센터 

조회서비스

인증키 REST JSON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_코
로나19 예방접종 통계 

데이터 조회 서비스

인증키 REST XML, JSON

URL: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rest/Covid19/get
Covid19InfStateJson
parameter:
ServiceKey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받은 인증키

pageNo – 페이지 번호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startCreateDt – 데이터 생성일 시작범위

endCreateDt – 데이터 생성일 종료범위

<그림 2> COVID-19 감염정보 수집 OpenAPI 파라미터들

...
<items>
  <item>

...
    <careCnt>7253</careCnt>
    <clearCnt>442</clearCnt>
    <deathCnt>2</deathCnt>
    <decideCnt>430</decideCnt>
    <examCnt>127953</examCnt>
    <resutlNegCnt>243778</resutlNegCnt>
    <stateDt>20210531</stateDt>

...
  </item>
  <item>

...
    <careCnt>7300</careCnt>
    <clearCnt>642</clearCnt>
    <deathCnt>6</deathCnt>
    <decideCnt>479</decideCnt>
    <examCnt>126493</examCnt>
    <resutlNegCnt>235615</resutlNegCnt>
    <stateDt>20210530</stateDt>

...
  </item>
...

<그림 3>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일별 확진자, 완치자, 
치료중인환자, 사망자 등에 대한 현황 XML 데이터

parameter:
resultCode – 결과코드
resultMsg - 결과메시지
numOfRows – 한 페이지의 결과 수
pageNo – 페이지 번호
totalCount – 전체 결과 수
seq – 게시글번호(감염현황 고유값)
stdDay - 기준일
incDec – 추가 확진자 수
isolClearCnt – 격리해제자 수
defCnt – 검사진행 수
deathCnt – 사망자 수

<그림 4> 공공데이터포털 Response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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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OVID-19 감염정보 서비스 구현
본 절에서는 앞서 설계한 COVID-19 감염정보 서

비스 구현 결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공공데이터포털

을 이용하기 위한 인증키는 동적 API 플랫폼 내 기본 

데이터로 정의하였다.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그림 5>와 같이 

Node-RED를 이용하여 COVID-19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모델링 하였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그래프

로 표출할 수 있도록 마지막 node를 출력할 수 있도

록 모델링 하였다.

<그림 5>는 Node-RED를 이용하여 구현한 

COVID-19 감염현황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Node-RED는 웹 기반의 서비스 모델 저작툴로서, 개

별적인 노드에 특정 기능의 코드를 작성하여, 노드와 

노드간의 연결을 통한 서비스를 실제 구현이 가능하

게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공공정보포털로부

터 COVID-19 감염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getCOVID”노드와 수집한 정보를 파싱하여 원하는 

정보로 추출하기위한 “COVIDParser” 노드,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를 통계 웹 페이지로 전달하는 “Quit”

노드를 모델링하였다. 결과적으로 “getCOVID” 노드

는 공공정보서비스로부터 COVID19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동적 API 플랫폼으로부터 해당 API를 요청한

다. 이후 공공정보서비스로부터 해당 정보를 수집한 

후, 해당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getCOVID” 노드

와 동일하게 동적 API 플랫폼으로부터 수집 정보를 

파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정보를 추출한

다.

<그림 6>과 <그림 7>은 Node RED와 동적 API 플

랫폼을 통하여 구현한 시.도별 코로나19 감염현황 및 

최근 일주일간의 코로나19 감염현황 추이를 그래프

를 보인 것이다. <그림 6>은 검출일 기반 시.도별 코

로나19 감염자수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7>은 검출일 기반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 19 감염자수

의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선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6>과 <그림 7>을 통해서 동적 API 플랫폼 내

에서 정의한 Request 및 Response 정의 양식에 따라 

Node-RED 기반의 서비스 모델이 동작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Node-RED에서 데이터 출력을 

위한 exec 노드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가 미리 정의

한 양식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수평적 구조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 도메인에서 존재하는 플랫폼 간 연동 시 

플랫폼 연동 수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연

동 API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적으로 API

를 생성하고 연동할 수 있는 플랫폼 구조를 설계 및 

개발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동적 API 플랫폼의 효율성을 입증

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OpenAPI

를 이용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의 테스트를 통해 별도의 API 개발 없이 

Request와 Response 구조 정의를 통하여 서비스가 

동작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림 5> Node-RED로 구현한 COVID-19 감염현황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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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도별 코로나19 감염 현황

<그림 7>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감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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