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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서비스 기반기술의 표준화와 웹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서비스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IBM, Microsoft, SAP, NTT DOCOMO에서 운 하고 있는 UBR(UDDI Business Registry)을 이용하

여 웹 서비스 사용자들은 많은 서비스들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제공되어지고 있는 웹 

서비스들 중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수는 등록되어있는 웹 서비스의 개수에 비해 극

히 적다. 이러한 상황은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사용자에게 가용한 서비스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

간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UBR로부터 검색되어진 웹 서비스들 중에서 가용한 서비스들

만을 분리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UBR 검색 후 이동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수행, 가용한 서비스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검색되어진 웹 

서비스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서론

   웹 서비스(Web Service)는 이기종 시스템간의 호환

성이 뛰어나 분산 연동을 위한 차세대 대안책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웹 서비스는 XML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표

준화된 XML 메시지를 통해 네트워크상에서 접근 가능한 

연산들의 집합을 기술하는 인터페이스[1]를 지칭하는 용

어로 기존의 웹 환경을 이용한 분산 컴퓨팅을 가능케 함

으로써 웹을 통한 시스템 통합을 용이하게 하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CORBA, Java RMI, DCOM 등과 같은 

기존의 분산 컴퓨팅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로써 여러 산업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2]. 또한, 웹 서비스

의 기반 기술인 SOAP, UDDI등의 표준화와 웹 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서비스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 IBM, Microsoft, SAP, NTT DOCOMO등에서 

운 하고 있는 UBR(UDDI Business Registry)에 등록

되어 있는 웹 서비스의 개수는 대략 businessEntity가 

10502개, businessService가 5652개 가량 된다[5]. 등록

되어 있는 웹 서비스중 WSDL 파일을 포함하는 것은 대

략 750 ~ 830개 정도이며 실제 WSDL 파일이 링크된 

URL이 유효한 것은 상당히 적은 수 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실제 제공되어지는 웹 서비스의 가용성 유/무

는 해당 웹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서비스 사용자가 직접 

웹 서비스에 접근하여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검색되어진 

모든 웹 서비스의 가용성을 판단하는 것은 서비스 사용자

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한다. 또한, 지속적

으로 많은 웹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가

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

게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사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웹 서비스를 UBR로부터 검색한 후 검색 되어진 웹 서비

스의 가용성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사용자의 조건에 따라 UBR로부터 검색을 대행하며, 검색 

결과를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웹 서비스의 가용성 유/무를 

측정한 후 사용자에게 가용한 서비스 목록과 불가용한 서

비스 목록을 분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즉시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웹 서비스의 가용성을 측정

하기 위해 이동 에이전트를 사용하며, 분산된 환경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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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DDI4J 구성 

공되어지는 시스템 자원을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서비스 

가용성 측정을 위해 요구되는 시간 및 수행 속도의 향상

을 가져온다.

2. 관련 연구

 2.1 UDDI & UDDI4J

   UDDI는 수많은 기업들의 주도 아래에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웹 기반의 정보 표현과 검색, 통합에 대한 통

일 규약을 정의한다[3].

 UDDI는 웹 서비스의 구성 요소 기술 중 한 가지로써, 

서비스 제공자 측면의 기업은 자사가 제공하는 전자상거

래 및 기업정보 등을 UDDI 비즈니스 레지스트리(UBR)

에 등록(Publish)하고, 서비스 이용자 측면의 기업은 

UBR에 공개된 서비스들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를 검색(Find)하며, 제공된 서비스의 기술사양이 일치할 

경우, 사용자측과 제공자측이 상호 접속(Bind)한다[4]. 

 UDDI4J는 UDDI 클라이언트 측에서 레지스트리와 상

호 작용 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는 자바 클래스 라이

브러리이다. UDDI4J는 그 기능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5개의 패키지로 구분되어진다.

① org.uddi4j.client.xx : 질의와 응답에 관련된 메서드  

   호출을 담당하는 proxy 클래스의 집합

② org.uddi4j.datatype.xx : UDDI 자료구조에 해당하

   는 오브젝트를 정의한 클래스들의 집합

③ org.uddi4j.request.xx : UDDI 레지스트리에 대한 

   inquiry와 publish에 대한 클래스 집합

④ org.uddi4j.response.xx : 서버로부터 오는 다양한 응

   답 형태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클래스의 집합

⑤ org.uddi4j.util.xx : UDDI 레지스트리를 검색하는 

   키값에 해당되는 클래스들의 집합

2.2 Mobile Agent

 이동 에이전트는 수행되는 범위가 한 컴퓨터에 제한되지 

않으며, 스스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이동 할

수 있다. 즉, 에이전트 코드 스스로가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또한, 비연결성(Non-connectivity) 특성으로 인해 에이

전트 이동과 결과 전송시에만 네트워크 연결이 이루어지

므로, 네트워크 부하와 트래픽을 감소 시킨다.

 현재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다수의 이동 에이전트 시스

템들이 개발되었으며, 대표적으로 IBM의 Aglets 

Software Development Kit, Odyssey, Concordia, 

Voyqger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3. 웹 서비스 가용성 측정 시스템

 본 시스템은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지는데, 시스

템 정보관리 모듈, 에이전트 관리 모듈, 웹 서비스 관리 

모듈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웹 서비스 

가용성 측정 시스템의 목적은 UBR로부터 검색되어진 

WSDL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사용가능한지 또는 불가능

한지를 테tm트하여 서비스 사용자에게 가용 서비스와 불

가용 서비스를 분리하여 제공하는데 있다.  

 사용자로부터 검색 요청을 받은 웹 서비스 정보 관리자

(Web Service Information Manager)는 지정된 UBR로 

접속하여 특정 웹 서비스들의 목록을 검색한다. 검색되어

진 결과를 바탕으로 코드 생성기(Code Generator)는 웹 

서비스의 테스트를 위한 코드를 동적으로 생성한다. 생성

되어진 테스트 코드는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다른 에이전

트 시스템으로 분산 처리하기위해 자원 정보 관리자

(Resource Information Manager)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 스케쥴러(Task Scheduler)에 의해서 작업이 나누어

지게 된다. 이렇게 나누어진 작업들은 에이전트 관리자

(Agent Manager)에 의해 작업 수행에 필요한 환경 설정

을 한 후 통신 관리자(Communication Manager)에 의

해 다른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주어진 작업을 수

행한 후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복귀하게 된다.

3.1 시스템 정보관리 모듈

 시스템 정보관리 모듈에서는 동적 이주경로 프로세서에

서 사용할 에이전트 시스템들의 정보를 관리한다.

 자원 정보 관리자는 네트워크 측정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표 1)과 같이 각 에이전트 시스템들의 네트워크 속도 및 

가용 자원정보를 측정하며, 자원 모니터링 에이전트는 이

후 각 에이전트 시스템들의 상태변화를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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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웹 서비스 가용성 측정 시스템

(그림 3) 웹 서비스 검색 입력 화면 

(그림 4) 시스템 자원 관리자 

(그림 5) WSDL 검색 결과 

(그림 6) 가용성 측정 후 결과 출력 

(표 1) 네트워크 측정 에이전트 수집 데이터

Host Name Fault Network System Info

128.134.64.56 live 64 kb/sec 3 %

128.134.64.53 live 23 kb/sec 12 %

128.134.64.47 dead . .

128.134.64.50 live 128 kb/sec 7 %

3.2 웹 서비스 정보관리 모듈

 웹 서비스 정보관리 모듈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 

조건을 만족하는 웹 서비스들을 UBR에서 검색한 후 테

스트 코드 생성을 위해 각 WSDL을 데이터 레파지토리

(Data Repository)에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3 에이전트 관리 모듈

 에이전트 관리 모듈은 코드 생성기(Code Generator), 

작업 스케쥴러(Task Scheduler), 에이전트 메니저

(Agent Manager), 통신 관리자(Communication Mana

ger)로 구성되어진다.

 코드 생성기는 데이터 레파지토리에 저장되어진 각각의 

WSDL을 사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가용성 측정

을 위한 Java 테스트코드 생성을 담당한다. 작업 스케쥴

러는 자원 정보 관리자로부터 현재 사용 가능한 이동 에

이전트 시스템들이 정보를 얻어온 후, 테스트 코드를 분산 

처리하기 위한 작업 분배를 담당한다. 에이전트 메니저는 

에이전트들이 작업을 수행하게 될 목적지 시스템의 URL, 

보안정보, 복귀해야 하는 호스트 정보등을 설정한다.

 통신 관리자는 테스트를 수행할 에이전트들을 각각의 에

이전트 시스템으로의 전송을 담당한다. 경로 생성기는 각 

에이전트 시스템의 네트워크 상태 및 시스템 상태를 바탕

으로 전송 경로를 생성하게 된다.

4. 웹 서비스 가용성 측정 시스템 

 

5.  결 론

 웹 서비스 기반기술의 표준화와 웹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웹 서비스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현재 UBR에서 검색가능한 웹 서비스는 대략 6000개 이

상 존재하지만, 이중 실제 유효한 WSDL을 포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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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 목록은 대략 800개 정도이다. 이것은 웹 서비스

를 사용하려는 사용자에게 해당 웹 서비스가 가용한 것인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사용자가 이용하고자 하

는 웹 서비스를 UBR로부터 검색한 후 검색 되어진 웹 서

비스의 가용성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본 시스

템에서 웹 서비스의 가용성을 이동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미리 분류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사용자는 

분류된 서비스 목록에 기반하여 즉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웹 서비스의 가용성 측정시 그룹에 

참여한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

리드(Grid)환경의 자원을 사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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