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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서비스는 SOAP, WSDL, UDDI와 같은 표 을 기반으로 인터넷상의 분산된 여러 서비스들을 통합

하는 가장 효과 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통합을 하여 웹 서비스 표  로세스 통합모델 

언어인 BPEL4WS가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분산된 서비스 통합 시에 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해서는 

각각의 웹서비스들의 품질 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웹 서비스들의 품질을 리 할 수 
있고, 품질을 분석하고, 분석 후에는  품질의 서비스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해 체 하는 시스

템을 제안한다. 한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품질 보증 정책과  품질 웹 서비스 교체 방법  체 

시스템의 임워크를 제안한다.

1. 서론

 웹의 등장과 속한 팽창으로 인해서, 각각의 서비스

들은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

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하나의 서버가 모든 일을 하

는 시스템보다는 문화된 여러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서 하나의 복잡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성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를 구 하기 한 표 으로써 

웹 서비스가 제시되었다.[1] 이기종 간의 데이터 통합

을 한 XML과 송 통합을 한 HTTP 기반 에

서, 새로이 만들어진 SOAP[2], WSDL[3] 그리고 

UDDI[4] 표 으로써 웹 서비스가 분산된 다 기종의 

효율 인 통합을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웹 서비스들의 보다 표 화 되고 효과

인 통합을 해서, 표  로세스 통합모델 언어인 

BPEL4WS (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for Web Service)[5]가 제시되었다. BPEL4WS는 이

미 구축되어있는 여러 웹 서비스들을 표 으로 어떻

게 통합을 하여서,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것인

가를 기술한 모델 언어로써, 웹 서비스 통합 표  언

어이다.

 이러한 통합된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신뢰성의 확보이다. 사용자 입장에서의 신뢰성은 서비

스가 일정 이상의 품질 보증이 되어야지만, 확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성 확보를 해서는 해당 서비스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포함된 개개의 서비스들까지도 

품질을 보증 해주어야한다.

 통합 환경의 웹 서비스의 품질 보증 방법으로는 표

으로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이용한 방

법이 있었다.[8] 이 방법은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

이의 정해놓은 지표에 의한 보증 방법으로써는 효과

이지만, 웹 서비스의 품질이 하 되었을 경우에 응 

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고, SLA 정을 맺지 않은 경

우는 품질을 리 하는 부분이 미흡하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웹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고 기

록하여서, 그 결과를 통계 내고 분석해서 제공 해 주

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에서 쓰이는 품질 측

정 기 이 담긴 문서를 PoQ(Policy of Quality) 문서

라고 규정하 다. 한 측정한 값을 분석하여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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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는 웹 서비스를 

찾아내고, 안 서비스로 체를 해서 체 서비스의 

품질 리를 해 다.

 본 논문은 2장에서 통합 웹 서비스와 웹 서비스 품질

에 한 연구를 보이고, 3장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기

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를 구 한 임

워크를 모듈 별로 설명을 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

론과 향후 과제에 해 이야기 한다.

2. 련 연구

2.1 BPEL4WS

 BPEL4WS는 여러 웹 서비스들을 하나의 통합된 

로세서로 만드는 표 으로 채택된 언어이다. 웹 

서비스의 통합 시에 순차 으로 나열하는 방식이 아

닌, 표  기술 방법을 통해서 분기, 순환, 연산 등이 

필요한 복잡한 로세스도 표  할 수 있다.

 로세스는 메시지를 교환하는 주체가 되는 트  

정보가 있고, 작업의 흐름은 활동으로 나타나진다. 

활동은 주로 주고받는 메시지에 련된 기본 활동과 

순환이나 분기 등에 련된 구조  활동 그리고 소

멸 등의 특수한 목 에 쓰이는 특별 활동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각의 활동은 실행 , 실행 기 등의 

상태정보를 가지고 있게 된다.[5]

2.2 웹서비스 상에서의 품질

 웹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해서는 먼

 명확한 지표를 정해야한다. 웹서비스 상에서의 

품질 지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가 된다.

 가용도(Availability)는 서비스가 운 되는 시간의 

백분율 값이다. 보안(Security)은 악의 인 공격으로

부터의 방어, 인증 메커니즘 등의 보안 요소이다. 응

답 시간(Response Time)은 서비스 요청에 서비스가 

응답하는 시간이고, 마지막으로 처리량(Throughput)

은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는 비율이다.[6]

3. BPEL4WS 상의 품질 보증 방법

3.1 품질 보증방법

 BPEL4WS 상에서 웹서비스들의 품질 보증을 해

서는 먼  서비스 제공자가 품질 보증에 한 기본

인 설정을 해야 하고, 특정 서비스에 한 품질 

기 이 있을 경우 이를 정해 주어야한다. 그림 1이 

이를 명시한 스키마이고, 본 논문에서는 PoQ 문서

라고 부른다.

 품질 측정을 한 범주로써는 가용도, 응답시간, 처

리량, 보안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보안을 제외한 

세 가지 범주를 기 으로 정하 다. 즉 사용자가 각 

범주에 한 품질 기  값을 PoQ 문서에 정해 놓으

면, 시스템에서 이를 기 으로 품질 분석을 하고, 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 인 기 으로 품질 분석을 

하게 된다.

 PoQ 문서에서 PoQ에는 체 서비스의 품질 기

을 정 할 수 있는 entireThreshold와, 각 웹 서비스

에 한 품질 정책을 설정 할 수 있는 policy가 있

다. 한 시스템에서 품질 정보를 분석하는 시간을 

정 할 수 있는 analyzeTime이 있다.

 policy에는 품질 정책을 정할 상과 품질 기 치, 

교체 할 수 있는 다른 웹 서비스에 한 정보가 있

다. threshold에는 품질 측정 지표 정보인 category

와 실제 기  값에 한 내용인 threshold 와 unit이 

있다. alternative는 체 웹 서비스의 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림 1) PoQ 문서 스키마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의 품질 리  보증

을 해서 PoQ 문서를 작성을 한 뒤, BPEL Engine

에 서비스를 등록 시킬 시에 본 문서를 같이 등록 

시켜주면 해당 서비스에 한 품질 보증 로세스가 

실행 되게 된다. 이와 같은 웹 서비스 품질 보증을 

한 로세스가 그림 2와 그림 3에 각각 나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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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2는 PoQ 시스템이 처음 구동되는 차를 보

여주고 있다. 먼  사용자가 에서 설명한 PoQ 문

서를 작성 하여서 BPEL Engine에 등록시키면, PoQ 

Process Module이 해당 문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PoQ Repository에 장하게 된다. 그 후에 PoQ 

Process Module은 PoQ Assurance Module을 호출

하게 된다. Assurance Module에서는 장해 놓은 

PoQ 련 정보를 읽어 와서, 각 웹 서비스를 모니

터링 할 비를 한다. 그 후에 Assurance Module이 

Monitoring을 생성하여서, 모니터링을 시작하게 되

면,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 할 때마다 그에 

한 로그 정보가 PoQ Repository에 남게 된다. 본 

로그 정보는 후에 웹 서비스를 분석할 때 쓰이게 된

다. 이로써 웹 서비스 품질 리에 쓰일 정보를 모

을 수 있는 환경이 모두 설정이 되었다.

(그림 2) 품질 보증 차

(그림 3) 품질 분석 차 

 그림 3은 모든 데이터가 모여 있을 때, 시스템에서 

웹 서비스 품질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를 보여 다.  

Monitoring Module이 웹 서비스 품질에 한 정보

를 PoQ Repository에 쌓아 놓으면, PoQ 문서에 정

의된 시간마다 Assurance Module이 데이터를 분석

을 하게 된다. 분석이 끝나면 그 결과는 PoQ 

Repository에 장하게 되고, 최  분석의 경우는 분

석 결과를 보여주는 웹 서비스를 생성하여서, 사용

자가 언제든지 통계 분석치를 열람 할 수 있게 해주

고, 이미 웹 서비스가 생성 되어있는 경우에는 데이

터 갱신만으로도 최신의 정보를 제공 할 수가 있다.

3.2 웹서비스 품질 분석 방법

 웹 서비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쌓은 정보를 바탕

으로 재 웹 서비스의 품질에 한 기 을 정해서, 

그 기  이하인 경우는 교체를 통해서 체 품질을 

리 하여야한다. 이를 실 하기 해서 통계  방

식인 정규분포를 이용하여서, 품질 리를 하 다.

 먼  PoQ 문서에서 사용자가 특정 값(Threshold)

을 정해 놓지 않으면 시스템에서는 일정 기간의 데

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웹 서비스의 품질에 한 기

을 세운다. 기 은 정규 분포 공식을 기 으로 하

여서 만들어지게 된다. 품질에 한 기 은 분석 시 

마다 계속 갱신이 된다. 분석 시에 해당 웹 서비스

가 품질 기 에 정해 놓은 정규 분포의  분포 

값밖에 있으면 해당 웹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졌다고 

정을 하고 교체를 시도하게 된다. 교체 정 시에 

쓰이는 정규 분포 기  값은 기본으로 95%이고, 

PoQ 문서에서 사용자가 임의의 값으로 정할 수 있

다.

3.3 웹서비스 교체 방법

 해당 웹서비스가 사용자가 PoQ 문서에 지정해 놓

은 품질 기 을 만족 시키지 못하 거나, 시스템이 

3.2의 방식으로 분석하여서, 웹 서비스의 품질이 

하가 되었다고 단하면 해당 웹 서비스를 다른 서

비스로의 체를 시도하게 된다.

 사용자가 PoQ 문서에서 안 웹 서비스를 설정 해 

놓은 경우는 해당 웹 서비스의 동작 여부를 테스트 

한 후에 그림 4에서와 같이 교체를 하게 된다. 안 

웹 서비스를 설정 해 놓은 경우는 실제로 처음 웹 

서비스를 BPEL 엔진에 등록 시킬 때 해당 웹서비

스를 직  연결 하는 방식이 아닌 일종의 래퍼

(wrapper) 서비스를 서버에 만들어서 연결하게 된

다. 래퍼 웹 서비스는 기존의 웹 서비스와 안 웹 

서비스를 BPEL 엔진 입장에서는 같은 인터페이스

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서, 품질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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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실시간 웹 서비스 교체를 가능하게 해 다.

(그림 4) 웹 서비스 교체 방법

4. PoQ 모듈

 본 시스템 체를 PoQ 모듈이라고 보았을 때 PoQ 

모듈은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먼  PoQ 

Processing Module은 PoQ 문서를 분석하고 장하

는 Analyze Module과 웹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고 

장하는 Monitor 모듈이 있다. 두 번째로 

Assurance 모듈은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웹 서비스

를 만드는 Web Service Creator와 실제 결과를 분

석하는 Result Analyzer, 그리고 결과를 토 로 교

체 할 웹 서비스를 발견하는 Detector 모듈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시스템의 장소인 PoQ Repository

가 있다.

(그림 5) PoQ 모듈

5.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은 BPEL4WS로 웹 서비스 통합 시에 통합

된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서, 서비스의 품

질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본 시스템을 

통하여서, 웹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는 시기에 교

체를 함으로써, 하나의 웹 서비스의 불능으로 인해

서 체 로세스가 사용 불능이 되는 것을 방 할 

수 있다. 한 각각의 웹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고 

분석하여서 통계  결과를 으로써 서비스 제공자

가 보다 안정되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 요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지정한 웹 서비스만을 

교체를 시도하 으나, 시스템 자체에서 유사한 웹 

서비스를 스스로 찾아내어서 교체를 시도하는 분야

의 연구도 필요하다. 한 좀 더 유연하고 신뢰성 

있는 실시간 웹 서비스 교체를 하여, 다각도에서

의 연구도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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