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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서비스를 구 하기 해서는 표 화된 WSDL코드를 가지고 SOAP 통신을 해야 한다. 한 웹 통

신을 해 Tomcat과 AXIS 라이 러리를 필연 으로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Tomcat의 사용은 추가

인 네트워크 사용과 시스템에 로세스를 상주시켜야 하므로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 화된 웹서비스 처리기를 개선하여 설계함으로써 웹 서비스 구  시 네트워크 자원과 

시스템 자원이 약하도록 하 다.

1. 서론

   1999년도의 후반까지의 통신망의 발달은 정보 송의 

고속화에 을 두었으나, 2000년 에 들어서면서 고속화

와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 

근의 용이성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개인 휴 폰 PDA

등 이동성이 있는 기기들의 보 이 활성화 되면서 정보

근의 용이성이 요구됨에 따라 휴 폰이나 PDA 등에 모바

일 서비스가 가능한 응용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1].  

  웹서비스 기술 연구는 웹 분야 산업의 환경 변화에 

한 한 응  략  비 을 제시하며 경쟁력 있는 

시스템 개발  시장 경쟁력 확보를 하여 재 그 요

성이 부각되고 있다. 즉, 웹서비스가 단순히 웹 분야에 국

한된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지 않고  C-Commerce 

(Collaborative-Commerce)를 비롯하여, 시스템 통합  

컴포 트 소 트웨어 산업 분야, 웹 기술 통합이 상되는 

정보 가 , 내장형 SW 분야, 자 정부 등에 다양한 형태

의 웹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리라 상되기 때문에 웹서비

스 시스템의 필요성은 증 되고 있다[1,7,9,10].  

  웹서비스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술 

기반으로 인터페이스와 바인딩을 정의, 기술, 검색할 수 

있고 URI에 의하여 식별할 수 있는 소 트웨어 응용이며, 

인터넷 기반 로토콜 에서 XML 기반의 메시지를 이

용하여 다른 소 트웨어 응용과 직 으로 동작할 수 있

는 소 트웨어 응용”을 일컫는다[2,3].

2. 웹서비스 표  기술

   웹서비스의 핵심 기술 표 으로는 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WSDL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그리고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를 말한다[2,3].

  SOAP은 웹 환경 하에서 정보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에

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 로토콜로서 정보기술은 XML

로 하게 된다. WSDL은 웹서비스의 서비스를 정의하는 

언어로서 해당 서비스의 이름, 입력변수, 출력 변수에 

한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웹서비스 이용자는 서

비스 제공자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하여 어떻게 호

출할 수 있는지 알게된다. 이러한 기술은 과거 분산 객체 

환경에서의 CORBA나 DCOM의 IDL(Interface Definition 

Language)의 기술과 매우 유사하다. 한, UDDI는 해당 

기 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등록의 

기능과 서비스 이용자는 어떠한 웹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웹 서비스는 

UDDI가 없어도 가능하다[2].

  결국, 웹 서비스는 그림1과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지며,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SOAP, UDDI, WSDL과 같은 개방형 표  기술을 기반으

로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 서비스 장소

(Service Registry)  요청자(Service Requester)를 유기

으로 결합하여 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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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웹서비스 구성요소

SOAP, UDDI, WSDL의 최근 표준화 동향은 다음과 같다

[2].

• SOAP[5,8]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은 마이크로 소프

트사와 IBM사에 의해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표준으로, 클

라이언트의 작업 요청과 시스템의 응답을 XML 문자열로 포

장하고 전송 프로토콜로는 HTTP를 사용한다. 즉, SOAP은 

HTTP와 XML의 결합으로서 분산 환경하에서 정보의 상호

교환을 가능케하는 간단한 프로토콜이다. 

• UDDI[6]

UDDI(Universal Discovery Description & Integration)의 

목표는 웹 상에서 이용가능한 전자 서비스들에 대하여 분산

형 웹 기반 글로벌 레지스트리를 만드는 것이다. UDDI를 개

발하게된 직접적인 동기는 서로 연관된 이질적인 시스템, 인

터페이스, 프로토콜들을 인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개 소프

트웨어와 중개자들을 통해 이용자들이 서비스들을 탐색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전자 마켓플레이스의 개념을 구현하는

데 있다. 오늘날 웹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위한 실질적인 표

준 규격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UDDI는 Ariba, IBM, 마이크

로 소프트사 등에 의해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UDDI 버전 2 레지스트리는 서비스 탐색이 쉽고 비용대 효

과면에서 우수하여 웹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e-비즈 레지스트리를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

해 UDDI 버전 3을 위한 작업들이 현재 진행중이며 여기에

서는 고도화된 질의 기능, 캐쉬, 보안, 세계화 등과 같은 기

능들이 포함되어 있다. UDDI는 웹 서비스의 필수 사항이 아

니고 서비스를 등록하는 역할을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UDDI가 없이도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WSDL[2]

WSDL(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은 웹 서비스

의 IDL(Interface Definition Language) 버전이며 특정 웹 

서비스의 방법과 프로토콜, 데이터 포맷들을 더욱 상세하게 

정의하는 일종의 스크립트이다. WSDL은 XML 포맷으로 구

성되고 HTTP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으며 인터페이스를 정

의하는 IDL에 해당한다. 현재는 실질적 (de facto) 산업표준

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산업계에서 표준화된 서비스 인터페

이스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UDDI 레지스트리와 함

께 사용되어 호환되는 서비스들의 동적인 검색과 바인딩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질적인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 정규화

된 기술도 가능하게 해준다.

3. 웹서비스 시스템 설계

3.1 웹서비스 시스템 아키텍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웹 컨텐츠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에디터 기능  서비스 환 

기능,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와 JDBC를 통한 직  연결을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기능, 웹  모바일 상에서 

SOAP 서비스 지원, 모바일  웹 컨텐츠 동시지원 등의 

기능을 갖는다. 한 시스템의 확장성  유지보수의 용이

성, 소 트웨어의 안정성  사용되는 기술의 표 성을 

수하기 하여 Apache 그룹의 AXIS와 Tomcat을 기반으

로 한다.  AXIS는 Web Service에 필요한 메시지 핸들러 

 메시지 체인 등 웹 서비스 리의 기능을 제공하며, 

SOAP을 사용하기 한 랫폼(platform)으로서 업계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Tomcat은 Java Servelet, JSP(Java 

Server Page)의 공식 참조 구 (Offical Reference 

Implementation)인 오 소스 서블릿 엔진이다. 본 연구에

서 구 한 표 웹 서비스 시스템은 기존에 검증된 

Tomcat과 AXIS 서비스 랫폼 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기 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설계하는 시스템

의 기본 구조  신호방식은 Tomcat 서버를 통하여 기본

인 웹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며, 모바일 라우져

(WAP  Windows Me등)  웹 라우져를 통해 달

되는 Web Service 등의 SOAP 서비스 요청 신호를 AXIS 

라이 러리에 달한다. AXIS 라이 러리로 달된 

SOAP Service 요청 신호는 AXIS에서 리되고 있는 모

바일 는 웹 서비스 루틴으로 달되며, 서비스 결과는 

Tomcat 서버를 통하여 해당 라우져로 달된다. 

  그림 2는 표 에 입각하여 구 한 시스템 구성도이다. 

서버 리자는 용툴을 사용하여 기존의 제공되는 웹 컨

텐츠를 Parsing하기 한 MML(Made Markup Language)

을 작성한다. MML은 모바일 서비스 요청시 기존의 웹서

비스 컨텐츠를 동 으로 Parsing하여 련 모델  클라

이언트로 송하여 서비스 요청 양식 제공이나 서비스 결

과 제공시에 사용된다. MML을 통하여 클라이언트로 

달된 양식을 Tomcat을 통하여 달받은 사용자는 클라이

언트측(Client Side)에서 서버측(Sever Side)으로 SOAP 

메시지를 요청하며, 요청된 SOAP 메시지는 Tomcat을 통

하여 AXIS로 달되어 지며, AXIS는 Service 

Management 기능을 통하여 해당 서비스로 SOAP 

Message를 인터페이스 한다. Service를 제공하기 한 모

델들은 AXIS에서 제공하는 WSDL을 모듈을 통하여 인터

페이스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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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웹시스템 구조

SOAP  분산환경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가벼운 클라

이언트 (Thin Client) 구조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한 서비

스 제공의 편의성이 증 된다.

3.2 SOAProc 설계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쪽으로 요청(request)이 될 때나 서버

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에 한 응답(reponse)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xml 형식으로 된 SOAP message이다. 여

기서는 SOAP message의 구성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쪽

으로 요청이 될 때 처리되는 과정과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한 서버의 응답을 할때 어떻게 SOAP message로 변화

하는 지에 해 설명한다.

  표  웹 서비스 시스템과 달리 SOAP 메시지 처리기가 

개선된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SOAProc를 활용한 웹 서비스 구조

  그림 3은 Tomcat이 없는 것이 그림 2와  가장 표

인 개선사항이다. Tomcat이 없이 시스템을 구성하기 해 

톰캣이 제공하는 WSDL 생성 부분을 WSDL Builder가 

제공한다. WSDL Builder은 WSDL 코드를 생성하는데 이

는 HTML Interface Service 부에서 제공하는(서비스 개

발자가 HTML 코드에서 모바일 기기에 서비스할 컨텐트

를 추출함) HTML 코드를 가지고 자동으로 WSDL 코드

를 생성한다. 한 서비스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도 기존의 

HTML 인터페이스부에서 HTML코드로 보여지던 것을 

HTML 코드를 자동 분석하여 DOM 트리(tree) 형태로 보

여 으로써 인터페이스  서비스 코드 추출 시간과 정

확성을 매우 단축시켰다. 한 그림 2의 서비스 

Management Module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SOAP 로토

콜 처리기를 구 하여 톰캣이 제공하는 기능을 신하도

록 하 다.

3.3 SOAP 메시지 구성

  SOAP message의 구성은 그림 4와 같이 크게 4개로 

나  수 있다. 첫 번째, Envelope라고 하는 Root Tag로

서 SOAP Message가 시작됨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두 

번째, Header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가외의 정보

를 나타내기 한 것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세 번째, 

Body가 있는데 이것은 주 내용이 들어가는 Tag이며 다

양한 형태의 태그들이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Content가 

있다. 여기에는 서비스에 한 요청이나 응답이 들어간다. 

 Header (생략가능)

  Content

 Body

 Envelope

(그림 4) SOAP의 구조

 

4.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기존의 웹 컨텐츠  웹서

비스를 제공하기 한 에디터 기능  서비스 환 기능,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와 JDBC를 통한 직  연결을 사용

한 DB 서비스 기능, 웹  모바일 상에서 SOAP 서비스 

지원, 모바일  웹 컨텐츠 동시지원 등의 기능을 갖는다. 

특히 본 논문의 결과로 Tomcat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

도 웹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 네트워크 자원을 약할 

수 있고, 항상 상주하여야하는 시스템 로세스의 수를 

여 보다 효율 인 시스템 운 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과물로서 HTML Parser에 DOM 트리를 용함으로써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 모듈 개발의 효율, 개발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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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시간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JDBC 인터페이스는 웹과 연동되지 않은 DataBase의 내

용을 모바일 기기로 직  송할 수 있으므로해서 웹에 

올리기 의 데이터 베이스 내용을 서비스 할 수 있으므

로해서 특정인에게 좀더 빠르고 고 스러운 정보 서비스

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활용분야는 M(Mobile)- Commerce, 모바일 

웹 서비스, Mobile ERP 구축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해석하고 구

하여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 모듈 개발의 효율, 개발의 편

리성, 개발 시간 감소 등 자원의 약과 성능 향상을 입증

하고 모바일 서비스에 보안 로토콜 등을 추가를 하여 

상업  활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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