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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서비스에서 UDDI는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리스트인 WSDL을 
UDDI에 등록,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Java등의 로그래  언어를 이용하여 웹 서

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는 UDDI에서 제공하는 WSDL 문서만으로는 충분한 도움말을 받지 못한다. 이
에 TSPWRB(TSP Web Service Repository Browser)를 개발하여 WSDL의 자바 인터페이스를 검색하고 
도움 기능을 제공하며, 외부 UDDI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웹 서비스 개발을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도
록 하 다.

1. 서론
 최근 텔 매틱스는 기존의 교통정보 서비스는 물론 

응 구난서비스, 차량의 진단  치기반 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s)등 무선인터넷 개념을 도입

한 이동통신 부가가치 서비스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

다. 따라서 향후 각종 서비스  컨텐트가 텔 매틱

스를 통해 제공될 것이며 유비쿼터스 환경을 이루는 

큰 축으로서 많은 발  가능성이 있다. 통합 프레임

워크를 갖춘 텔레매틱스 서버 기술과 관련한 웹 서

비스 기술  하나인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1]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리스트인 WSDL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2]을 UDDI에 등록할 수 있

도록 해주며, 서비스 사용자가 이를 검색할 수 있는 

1)본 연구는 한국 자통신연구회의 탁과제 “XML 

통합 처리 기술 연구”의 일부임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여러 다양한 서버가 

속하여 웹 서비스를 제공하며 UDDI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WSDL 지스트리가 필요하게 된다. 하지

만 WSDL을 제공하는 UDDI 만으로는 웹 서비스 

개발자들이 충분한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 이유는 

UDDI에서 제공되는 WSDL 문서는 개발자에게 

JavaDoc과 같은 개발하기 쉬운 형태의 도움말이 제

공 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

비스에 한 설명을 XML 형식으로만 보여주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웹 서비스 응용 로그램 개발자

들은 자바 인터페이스에 한 명세와 이에 한 자

세한 도움말이 필요하다. ETRI에서 개발하고 있는 

텔 매틱스 시스템에서 웹 서비스 개발에 도움을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도움말 제공 기능이 있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자바 인터페이스를 장, 검색할 

수 있으며, 외부 UDDI에서 제공되는 WSDL 문서에 

해서도 자바 인터페이스 도움 기능을 제공하여 개

발자에게 개발에 필요한 도움말과 서비스 검색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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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편리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TSPWRB(TSP 

Web Service Repository Browser)를 개발하 다.

2. 련연구

 일반 인 웹 서비스의 기본 구조[3]는 역할의 

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  수 있는데 서비스를 제

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 제공 엔티티, 서비스

를 요청하는 서비스 요청 엔티티, 마지막으로 서비

스 제공 엔티티와 서비스 요청 엔티티를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 리 엔티티가 그것이다. 서비스 요청

자가 서비스에 근하기 해서는 서비스에 근하

기 한 정보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서비스에 련

된 정보를 기술하기 해 사용되는 것이 WSDL이

다. 서비스 제공자는 WSDL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련된 정보를 기술하고, 이를 서비스 요

청자가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 정보를 리해 주는 

UDDI에 등록하고 공개한다. 이 때 이러한 엔티티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메시지 

달 규약이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4]이다.

 웹 서비스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서는 지켜야 

할 많은 표 들이 있다. 이를 개발자들이 모두 코딩

해서 맞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

에 필요한 로그램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각종 툴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도구들  하나로 

AXIS(Apache eXtensible Interaction System)[5]는 

최신 Java용 SOAP구 이다. 재 Java와 함께 사

용되는 표  SOAP 로그램은 Apach SOAP 버  

3을 이용하고 있다. SUN은 공식 으로 Java 커뮤니

티를 통해 SOAP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AXIS는 

Java가 사용하는 가장 요한 SOAP구 이다. 그 

다음으로 Java Web Services Developers Pack 

(JWSDP)[6]는 자바 개발자들의 자바 랫폼 상에서 

웹 서비스 개발을 돕는 툴이다. JWSDP에는 Java 

XML Pack에 있는 모든 Java APIS for XML(JAX)

와 Apache TomCat 서버, 웹 서비스의 개발과 테스

트 환경에 필요한 컴포 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MS의 닷넷,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썬원

(SunOne), IBM의 웹스피어(Websphere), HP의 e- 

speak, 넷액션(NetAction), 오라클 9i, BEA시스템즈

의 웹로직(Weblogic) 등이 있다.

3. 텔 매틱스 시스템에서의 응용 로그램 개발 

방법  문제

3.1 텔 매틱스 시스템에서의 서비스 개발

 텔레매틱스 서버(TSP)는 그림 1과 같이 교통정보

서버, 차량정보서버, 기타 여러 형태의 서버가 연결

된다. 사용자는 웹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러한 서버로

부터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한다. 이러한 텔 매틱

스 서버에서는 각종 컨텐트와 서비스를 웹서비스 방

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 인터넷 또는 전용망을 

통해 이미 제공 중인 각종 컨텐트들을 텔레매틱스 

환경에 맞도록 변환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능, 분산

되어 있는 각종 컨텐트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 새로운 컨텐트를 쉽게 추가할 수 있으며 필요

한 경우 기존의 컨텐트(서비스)와 연동 기능, 제공 

중인 컨텐트를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컨텐

트 캐슁 등을 사용하여 다량의 서비스 요청을 처리

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제공 된다.

(그림 1) TSP 서버

3.2 TSP 서버의 서비스 개발에서의 문제

 텔 매틱스 서버에서 여러 다양한 서버가 속하여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UDDI와 같은 기능

을 제공하는 WSDL 지스트리가 필요하며 WSDL

은 XML 문서이므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모델과 잘 매칭되지 않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스키마와 매핑 방법, 

검색, 장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웹 서비스 

호출의 경우 SOAP 메시지로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SOAP 메시지를 직  작성하는 것은 로그래머에

게 부담이므로 툴을 이용하여 웹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며, 툴은 WSDL을 이용하여 Java API를 생성하

는데, 개발자는 어떤 Java API가 있는지 WSDL만

으로는 알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웹 서비스 응용 

로그램 개발자들에게는 자바 인터페이스에 한 명

세와 이에 한 자세한 도움말이 필요하다. 즉 

WSDL을 이용하여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고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응용 로그래머가 쉽게 응용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WSDL에서 Jav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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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출하여 JavaDoc 형식으로 개발자에게 제공하

며 도움말들을 직  입력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외부 UDDI 서버에서 련 웹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는 TSPWRB를 개발 하 다.

4. TSPWRB 설계

(그림 2) TSPWRB 처리 과정

 TSPWRB는 그림 2와 같이 UDDI 서버나 각 서비

스 제공 서버들에게서 받은 WSDL에서 Java API 

와 련된 부분들을 추출하여 장소에 장하게 된

다. WSDL을 얻어 오기 해서 서비스 제공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URL을 리자가 직  입력하여 

가져올 수 있으며 TSPWRB에서 제공하는 UDDI 

Finder를 이용하여 외부 UDDI 서버에서 서비스를 

검색하여 WSDL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게 가져온 

WSDL은 Java API와 련된 데이터들을 추출하여 

장소에 장하게 되는데 WSDL문서의 6개의 엘리

먼트를 각 구문에 맞게 원하는 형태로 추출하게 된

다. 추출한 데이터를 DB에 장하기 해 DB의 테

이블들은 WSDL 문서의 각 엘리먼트 별로 장 된

다. 그리고 각 엘리먼트는 장소에서 다수 혹은 단

일 테이블을 가질 수 있으며 각 엘리멘트의 요소들 

역시 같은 조건으로 테이블을 가질 수 있다.

 
Content

PK cs_id

cs_name

WSDL

PK wsdl_id

wsdl_name
wsdl_tns
wsdl_url
wsdl_doc

FK1 cs_id

Xmlns

PK x_id

x_name
x_url
x_doc

FK1 wsdl_id

Binding

PK b_id

b_name
b_type
b_style
b_transport
b_doc

FK1 wsdl_id

BOInput

PK boin_id

boin_name
boin_es
boin_ns
boin_use
boin _doc

FK1 bo_id

BOOutput

PK boout_id

boout_name
boout_es
boout_ns
boout_use
boout_doc

FK1 bo_id

BOperation

PK bo_id

bo_name
bo_doc

FK1 b_id

CElement

PK ce_id

ce_name
ce_type
ce_doc

FK1 c_id

Complex

PK c_id

c_name
c_doc

FK1 wsdl_id

Message

PK m_id

m_name
m_doc

FK1 wsdl_id

MsgPart

PK part_id

part_name
part_type
part_element
part_doc

FK1 m_id

Element

PK e_id

e_name
e_type
e_doc

FK1 wsdl_id

POperation

PK po_id

po_name
in_msg
out_msg
po_doc

FK1 p_id

PortType

PK p_id

p_name
p_doc

FK1 wsdl_id

Service

PK s_id

s_name
sp_bind
sp_name
s_location
s_lifeTime
s_doc

FK1 wsdl_id

(그림 3) 테이블 계

 그림 3은 실제 DB의 테이블들과 각 테이블 간의 

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추가 으로 Content 테이

블을 추가하여, 각 WSDL 문서가 Content 별로 구

분되어 WSDL문서를 검색 시 쉽게 사용자가 검색하

도록 하 다. 실제 사용자가 외부 클라이언트를 이

용하여 보게 되는 화면은 JSP[7]를 이용하여 웹으로 

구성하 다. 그리고 장소에 장되어 있는 Java 

API 데이터들은 JavaDoc 형식으로 화면에 보여 지

게 된다. 

 JavaDoc 형식으로 나타난 WSDL은 실제 도움말을 

제공하기 하여 리자가 직  Java API 요소 별

로 도움말을 입력할 수 있게 하 다. 이외에도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제공된다.

<표 1> TSPWRB 제공 기능

기능 내용

Content List
각 서비스를 Content 별로 분

류하며 추가, 수정, 삭제 기능

Service List

Service List는 서비스의 리스

트를 보여 주며 원하는 서비스

를 검색  등록

Document Display

선택한 서비스의 내용들을 보

여 주거나 UDDI에서 검색된 

리스트를 화면에 표시

UDDI Finder
외부 UDDI 서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검색

  

 Content는 텔 매틱스 서버에서 제공되는 여러 서

비스들을 각 Content 별로 구분하여 리자나 사용

자가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하 으며 Service는 

Content에 의해 구분되어 리스트로 출력되며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키워드 입력만으로 서비

스와 메소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리자에 

의한 등록의 경우 WSDL의 URL 입력만으로 쉽게 

등록 가능하도록 하 다. Document Display는 사용

자가 필요로 하는 WSDL을 JavaDoc형식으로 화면

에 출력하며 리자에 의해 도움말을 직  삽입, 수

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로 인해 개발자가 WSDL 

뿐만 아니라 Java API에 한 간편한 검색과 자세

한 도움말을 가지고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한다. UDDI Finder는 내부 서비스 외에도 외부 

UDDI서버에서 련된 여러 WSDL을 검색하여 등

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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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SPWRB 구

 기본 으로 리자와 일반사용자를 구분하기 하

여 로그인 화면을 제공하며 TSPWRB 자체의 리

를 하여 일반 사용자의 경우 각 기능의 검색만이 

가능하며 리자는 검색 외에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4) TSPWRB 실행 화면

 로그인 후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화면은 그림 4

와 같으며 사용자들에게 제공 되는 체 기능은 다

음과 같이 구 되었다.

 Content List는 Content 버튼들을 사용하여 손쉽게 

추가, 수정, 삭제 할 수 있으며, 선택 버튼을 통해 

Content와 련된 Service들의 리스트를 Service 

List에 나타나게 한다.  

 Service List는 Content List와 련하여 사용되며 

기본 인 기능으로 등록, 검색, 삭제가 제공된다. 등

록은 련 Content를 선택한 뒤 웹이나 로컬에 있는 

WSDL문서의 URL을 입력하면 내부 클래스를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여 DB에 장하며, 삭제는 Service 

List에 나열 되어 있는 각 service들의 체크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service 들을 한 번에 삭제할 수 

있다. 그리고 검색은 다음 과 같은 2가지 형태로 검

색되며 선택 버튼을 통해 결정되게 된다.

<표 2> Service 검색 방법

기능 내용

Interface Search 서비스 name을 이용한 검색

Method Search
서비스에 정의된 Method 

name을 이용한 검색

 Document Display는 Service List에서 선택한 서

비스를 JavaDoc형식으로 화면에 출력하며 JavaDoc

과 같이 도움말이 필요한 부분에 리자가 직  도

움말을 삽입 할 수 있도록 입력 버튼이 추가 되어 

있다.

 UDDI Finder는 선택 버튼으로 여러 외부 UDDI 

리스트를 제공 하며, 서버를 선택한 후 원하는 키워

드를 입력하면 일치하는 서비스를 검색 하여 검색된 

서비스 리스트를 Document Display에 나타난다. 리

스트는 서비스 이름과 URL이 제공되며 URL 클릭

하면 WSDL 문서를 직  볼 수 있다. 리자의 경

우 register 버튼이 추가 되어 검색된 리스트에서 원

하는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통합 임 워크를 갖춘 텔 매틱

스 서버 기술과 련하여 가장 주목 기술로 알려진 

웹 서비스 지스트리, 외부 UDDI 인터페이스에 

한 근에 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통합 처리기 개

발을 제안 하 다. 

 웹 서비스에 한 자바 도움말 서비스 기능은 JSP

를 이용하여 구 되어 있어 외부에서 구나 쉽게 

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사용

자로 하여  내부 텔 매틱스 서버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드 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에 해서도 충실한 도움 기능을 제공하여 텔 매틱

스 외에도 웹 서비스와 련된 여러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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