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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웹서비스에 대한 정보 검색 시스템들은 UDDI 레지스트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즉 웹서비스

를 명세하기 위해 사용된 카테고리와 이에 대한 값, 이름 등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만 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들은 이러한 사전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웹서비스에 대한 정보 검색이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일반 사용자들을 위해 웹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카테고리에 맞게 분류하면 웹서비스 검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가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과 신경망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웹서비스 정보를 분류하는 클러스

터링 기법을 제안한다.

핵심어 : 웹서비스, UDDI, 클러스터링, 유전자알고리즘, 신경망, 

  

1. 서  론

  최근 인터넷 관련 기술과 컴퓨터 관련 기술의 발달

로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는 자원과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산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분산 환

경에서의 분산응용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W3C

에서는 분산 환경에서의 표준 프로그래밍 모델로 웹 

서비스(Web Service)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1].

  현재 웹 서비스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UDDI 레지스

트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즉 웹 서비

스를 명세하기 위해 사용된 카테고리(비즈니스 카테

고리, 서비스 카테고리, tModels 카테고리)와 이에 대

한 값, 이름(비즈니스 이름, 서비스 이름, tModels 이

름)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

는 이러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므로 

키워드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정보검색 기법처럼 웹 

서비스에 대한 키워드 기반의 검색기법이 필요하다. 

즉 서비스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최적의 웹 서비스를 

검색하기 위해서 웹 서비스를 명세하기 위해 사용된 

카테고리와 이름, 웹 서비스 명세에 사용된 키워드 등

을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 키워드

를 이용한 UDDI 레지스트리 검색 기법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웹 서비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을 

유전자알고리즘과 신경망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 하는

데 있다. 

2. 관련연구 

   인공생명 개념을 이용한 키워드 기반의 지능형 

UDDI 레지스트리 검색기법은 웹 서비스 발견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며, 분산응용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 기술 중

의 하나이다. 

  UDDI 레지스트리 검색에 관한 관련연구는 [2]가 

있으며, 유전자알고리즘을 이용한 정보검색과 클러스

터링에 관한 연구는 [3],[4],[5]가 있다. [2]는 XML

을 기반으로 진보한 UDDI B2B 통합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3]은 집단의 크기를 크게 유

지하면서 적합도 평가 과정을 줄이는 방안으로 클러

스터링에 기반 한 효율적인 유전자 알고리즘을 제시

하였다. [4]는 클러스터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전자알고리즘을 사용하여, SICM, STCM, CSPM 3

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

는 실험하고자 하는 p-Median 문제를 풀기 위하여 

CSPM을 적용하였다. 한편 [5]는 신호 패턴에서 특징

을 추출하여 유전알고리즘과 신경망을 이용하여 신호를 

분류하는 분류자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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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그룹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공명이론을 표준으

로 한 신경망을 웹에 접근하는 기초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으로 정보를 분류하기 

위해서 유전자 알고리즘과 신경망을 이용하여 웹서비

스의 정보에 대한 계속적인 학습을 통하여 웹서비스 

정보를 클러스터링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웹서

비스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3. UDDI 레지스트리, 유전자 알고리즘, 신경망

  본 논문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구조인 UDDI 레지스

트리 구조와 클러스터링에 적용하는 유전자알고리즘

과 신경망에 관해서 알아본다. 

  3.1 UDDI 레지스트리 구조

  UDDI의 데이터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비즈니스 

정보(Business entity), 비즈니스 서비스 정보, 바인딩 

정보(Binding entity), tModel로 구성된다. 

  비즈니스 정보는 레지스트리에 등록하고자 하는 비즈

니스 개체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 정보이고, 비즈니스 

서비스 정보는 등록되는 서비스에 대한 논리적인 정보

를 의미한다. 또한 바인딩 정보는 웹 서비스에 접근하

기 위한 기술적 정보를 표현하고, tModel은 비즈니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정보나 웹 서

비스의 분류/식별체계에 대해서 표현한다.

그림 1 UDDI의 데이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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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유전자알고리즘과 신경망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s)은 적응탐색

(adaptive search) 방법론에 속하는 일반화된 발견적 

해법이다.[7] 이 알고리즘은 자연계의 진화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환경에 잘 적응하는 유전자만을 

선택하여 교배, 돌연변이에 의해 다음 세대의 개체군

을 형성하고 진화가 거듭될수록 그 환경에 더 적합한 

유전자만이 남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유전자알

고리즘의 기본 개념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유 자 알고리즘의 기본 인 흐름도

  한편 1990년대 중반부터 마이크로파 영역에 적용

되기 시작한 신경망 모델들은 학습과 최적화와 같은 

경험적 지식에 입각한 작업들에 대한 알고리즘으로, 

뇌의 본질에 관한 연구로부터 유도된 개념들에 기초

한다[1]. 각 분야에 여러 가지 연구 데이터를 다시 

활용하여 빠른 설계와 인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특

히 패턴 인식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신경망의 구

조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신경망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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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 서비스 정보 클러스터링 

  본 논문에서는 UDDI 레지스트리에 저장된 각 비즈니

스 엔티티와 웹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을 추출하고, 이를 

유전자알고리즘과 신경망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4.1 유전자알고리즘과 신경망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절차 

  UDDI 레지스트리의 정보를 유전자알고리즘과 신경

망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UDDI 레지스트리에서 정보를 추출한다.

 ② 유전자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유사 정보 패턴을 찾는

다.

 ③ 신경망을 이용하여 유사규칙의 cutoff와 적합도를 

평가한다.

 ④ 새롭게 생성된 규칙을 노드를 의사결정 트리의 해

당 위치의 단말노드에 추가한다. 이를 유사 정보 패턴에 

대한 마스크로 활용하여 Fail과 Pass 서브셋으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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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된다.

  <그림 4>는 유전자알고리즘과 신경망을 이용한 클

러스터링 과정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도시한 것이

다.

그림 4 GA/NN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과정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DDI 레지스트리의 정보를 

대상으로 특징 정보를 추출하고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유사 정보 패턴을 발견한다. 또한 신경망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유사 규칙의 적합도를 평가하여 의사 결

정 트리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레지스트리 정보

를 클러스터링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4.2 UDDI 특징 정보 추출

  UDDI 정보를 대상으로 웹 서비스별로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요 특징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 정보는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UDDI 

정보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특징으로 구

성된다. 

  주요 특정 정보는 UDDI 정보에서 비즈니스 정보, 제

품 정보, 서비스 정보, 기술정보 등에 대한 명사를 추

출하여 구조화하고 불용어를 제거한 내용으로 구성한

다.

  4.3 퍼지 술어와 유사도

  퍼지 술어로 UDDI의 특징 정보를 표현하고, 서로 

다른 UDDI 레지스트리 정보 간에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유클리트 거리 유사도를 이용한다.

  4.3.1 퍼지 술어   

  패턴정보 x에서 UDDI의 특징 정보 fi는 퍼지 술어 

Pi로 표현할 수 있다. 

................................................(식 

4.1)

여기서 

으로 정의된다.

  단, 특정 정보 fi는 패턴 x의 특징 정보이고 μ1 퍼지 

값을 최대로 한다. 위 멤버쉽 함수는 직관적으로 μ1는 

fi 와 fj의 공통된 부분을 합으로 나눈 멤버쉽 함수임

을 알 수 있다.

  4.3.2 퍼지 유사도

  서로 다른 UDDI 레지스트리 정보의 유사성을 비교

하기 위해서 특징 정보의 집합을 F = {f1, ..., fn}으로 

표현하고, 하나의 UDDI 정보에서 특징의 집합과 일치

하는 퍼지의 집합은 μ(w) = {μ1(w),...,μn(w)} 으로 표현

할 때 UDDI 정보 x와 UDDI 정보 y의 유클리트 거리 

유사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 .(식 

4.2)

  4.4 의사결정 트리의 유사성 규칙  

  퍼지 유사도를 이용하여 의사 결정 분류 트리 노드

의 유사성 규칙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SD(x,m)은 비교할 UDDI 정보 x와 패턴 m과

의 유클리트 거리 유사성 정도를 의미한다. m은 특징 

정보의 마스크 집합을 의미하고 t는 유사성 절단 값(α

-cut)이다. 

  

  4.5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유사규칙 발견

  의사결정 분류 트리 안에 있는 각 노드들에 대한 

최적의 유사 규칙을 발견하기 위한 유전자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 유전자 알고리즘의 인코딩 데이터는 UDDI의 비

즈니스 정보, 제품정보, 서비스 정보의 속성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규칙에 대한 각 특징 정보 값을 사용한

다.

  ● 초기집단은 의사결정 트리의 노드와 관련되어진 

UDDI 정보 패턴 집합으로 부터 m개를 선택하여 학습 

집합을 생성한다.

  ● 적합도 함수는 클러스터링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신경망을 이용한 유사 규칙의 적합도

를 평가한다. 

  ● 선택방법은 룰렛 휠(Roulette wheel)과 순위

(Ranking) 선택방법을 사용한다.

  ● 교배방법은 라마키안(Lamarckian) 개념을 이용

하여 의사결정 트리의 자식 노드 위치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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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연변이는 non-uniform 돌연변이를 사용한다.

  ● 종결조건은 정해진 세대수가 생성되거나 정확한 

수준의 적합도 규칙을 만족하면 종결조건으로 한다. 

  4.6 신경망을 이용한 적합성 평가

 본 절에서는 신경망을 이용한 유사성 절단과 적합도 

평가에 대한 방법을 기술한다.

  4.6.1 유사성 절단과 적합도 규칙의 평가 알고리즘

  유사성 절단값을 추출하는 방법과 적합성 규칙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 규칙 셋 안에 있는 모든 UDDI 정보를 대상으로 유

클리트 거리 유사도 값을 계산한다.

  ● 가장 넓은 유사 분포에 의해서 유사도 값 사이의 갭

(Gap)들을 정렬한다.

  ● 갭의 중앙값의 적합도를 P-mean으로 평가한다.

  ● 유사 규칙 cutoff의 가장 높은 적합도 값을 가진 

중앙값을 선택하여 클러스터 센터를 생성한다.

 4.6.2 적합도 평가

 유사 규칙의 적합도 평가를 위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안한다.

..............................(식 

4.3)

  여기서 g는 유사 규칙 cutoff의 측면에서 두 클러

스터 사이의 갭에 대한 크기, r은 패턴 셋의 크기 대 

가장 적은 클러스터 크기에 대한 비율, s1과 s2는 두 

클러스터의 확산 폭, 그리고 c1,c2,c3는 상수 값을 의

미한다.

  4.7 학습 규칙을 적용한 의사결정 트리의 구축

 본 논문에서 유전자 알고리즘과 신경망을 이용한 웹

서비스 정보를 대상으로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서 

앞의 4.1에서 4.6까지 제시된 방법을 대상으로 학습 

규칙을 개괄적으로 정의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학습 규칙을 용한 의사결정 트리 구축과정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 연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

다.

첫째,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웹서비스 UDDI 레지

스트리의 특징 정보를 추출하고 유사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기법, 둘째, 추출된 염색체를 신경망에 적용하여 

유사규칙 Cutoff의 평가와 유사규칙의 적합도 평가로 

웹서비스를 클러스터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클러스터링할 때 유전자 알고리즘과 신경망을 이용

함으로써 사용자가 웹 서비스 정보를 카테고리별로 

효율적인 검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

하고 많은 자료를 검색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전자알고리즘과 신경망을 이용하여 UDDI 

레지스트의 정보를 내용별로 클러스터링하고, 이를 

이용한  로컬 DB를 구축함으로써, UDDI 정보를 검색

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웹서버스

의 활용을 활성화하여 기업 간의 활발한 전자상거래

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유전자알고리즘과 

신경망을 이용하여 웹 서비스 정보를 클러스터링하는 

알고리즘의 상세화와 이에 대한 구현, 실험/평가를 통

한 효율성 입증을 위한 연구를 계속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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