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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OpenAPI와 매쉬업(Mashup)은 재 발 해가고 있는 웹 2.0을 이루는 요한 기술이다. OpenAPI의 

수는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OpenAPI에 한 검색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표 인 OpenAPI 검색은 Programmableweb 과 Popfly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의 제한 을 보완한 

OpenAPI 검색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OpenAPI 검색 시스템은 웹서비스 검색 시스템을 확장하여 개

발되었지만, 다양한 OpenAPI의 로토콜을 지원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효과 인 OpenAPI 검
색 시스템에서 OpenAPI의 다양한 로토콜을 포함할 수 있는 통합 정보모델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개발된 OpenAPI 통합모델은 OpenAPI  매쉬업 가능 서비스 검색에 활용될 수 있다.

1. 서론

  재 웹의 양상은 ‘웹 2.0’으로 변화하고 있다. ‘웹 2.0’이

란 고립된 정보와 기능의 장소에서 웹서비스의 랫폼

으로 변화를 의미하며, 웹 컨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는 과정

에서 사용자들이 극 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OpenAPI(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는 이러

한 ‘웹 2.0’의 랫폼화를 실 하는 핵심요소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이트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외부에

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로그래  인터페이스이

다[1]. 재 구 , 마이크로소 트, 야후, 네이버 등 이미 

여러 회사에서 OpenAPI를 제공하고 있다.

  한 OpenAPI로 제공되는 서비스 한가지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은 OpenAPI를 기반으로 다른 서비스와 매쉬업 

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매쉬업(Mashup)이

란 ‘두 개 이상의 OpenAPI를 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

드는 서비스[2]’를 말한다. 

  OpenAPI의 수는 ‘웹 2.0’의 발 에 따라 기하 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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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한 검색시스템이 필수

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OpenAPI에 한 검색시스템은 

Programmableweb, Popfly 등이 표 으로 존재한다.

  Programmableweb[3]에서 다양한 형태의 OpenAPI 검색

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검색 범 는 서

비스 이름, 설명정보, 카테고리 정보등 제한 이고,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 오퍼 이션 정보는 실제 제공 사이트에

서만 확인 가능하다.

  마이크로소 트의 표 인 매쉬업 도구인 Popfly[4]에

서도 매쉬업 가능 서비스 검색을 제공하고 있지만, Popfly

에서는 제한된 매쉬업 정보(키워드 질의를 통해 검색)만 

제공한다는 것과, 매쉬업 가능 서비스의 치를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가 선택한 결과의 값이 이  혹은 다음 서비

스인지 사용자가 정의야 하는 문제 이 있다.

  한 이러한 제한사항을 수정/보완한 OpenAPI에 한 

검색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다양

한 로토콜로 제공되는 OpenAPI를 모두 고려하지 않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penAPI  매쉬업 가능 서비

스 검색을 하여, 다양한 로토콜을 고려한 통합 검색 

모델을 정의하 다. 이를 해 각 로토콜을 분석하여 

용하 고, 한 검색에 필요한 추가 인 사항을 정의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구로 

웹서비스 검색 시스템과 OpenAPI 검색 시스템에 해 살

펴보고, 3장에서는 다양한 로토콜을 고려하여 통합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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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EST 로토콜을 이용하는 OpenAPI의 매핑

스 정보모델을 정의하 다. 4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한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 다.

2. 련연구

2.1 웹서비스 검색 시스템

  키워드 질의를 이용한 순 화 된 웹서비스 검색 시스템

은(이하 웹서비스 검색 시스템) 키워드 질의를 이용하여 

웹서비스(Web Services)에 하여 유사도 연산을 통해 사

용자에게 순 화 된 결과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다[5].

  웹서비스 검색 시스템은 계형 DBMS를 이용하여 구

되었으며, 웹서비스 지스트리인 UDDI와 링크로 연결

되는 WSDL 문서를 가져와 XML 형태의 서비스 정보 모

델을 구축하고, 이 문서들을 싱하여 테이블과 이들에 걸

쳐지는 인덱스들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SQL 

연산을 통해 검색을 수행한다.

  웹서비스 검색 시스템의 사용자는 키워드 질의를 통해 

순 화 된 서비스 검색 결과를 제공받는다. 서비스 검색에 

있어 기존 기법들과 달리 UDDI 지스트리에 장된 서

비스 설명 정보와 WSDL 서비스 정의 모두를 활용한다. 

한 시스템은 계형 DBMS의 기능을 이용하여 구 됨

으로써 의미 인 서비스 발견에 비해 구 이 용이하고 

DBMS의 여러 장 을 취할 수 있다. 

2.2 OpenAPI 검색 시스템

  OpenAPI 검색 시스템[6]은 웹서비스 검색 시스템을 

OpenAPI에 용하도록 확장한 시스템이다. 웹서비스는 

SOAP, WSDL, UDDI의 세가지 표 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  통신방식인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은 OpenAPI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웹서비스 검색 시스템에서 제안한 정보모델을 

이용하여 OpenAPI의 정보를 장하고 이를 통합 서비스 

정보모델이라고 명명하 다. 통합 서비스 정보모델을 활용

하여 웹서비스 검색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키워드 기반

의 순 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모델에 

정의된 입/출력 인자의 이름과 값을 통하여 매쉬업 가능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OpenAPI에는 SOAP방식 뿐만 아니라 여러 가

지 다른 로토콜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penAPI의 통합검색과 매쉬업 가능 서비

스 검색을 한 모든 로토콜에 용 가능한 통합 서비

스 정보 모델을 구축  확장하 다.

3. 통합 서비스 정보모델 구축

  OpenAPI는 REST, 자바스크립트, SOAP,  RSS, 

XML-RPC 등의 다양한 로토콜에 의해 웹 사이트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작성된다. 

각각의 기술의 통신 방식이나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술에 모두 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정보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Programmableweb에 의하면 REST, 자바스크립트, 

SOAP 방식을 이용하는 OpenAPI들이 체의 95%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각기 다른 

형태의 OpenAPI에 한 통합 검색을 하여 REST, 자바

스크립트, SOAP 에 해 살펴보고 검색을 한 통합 서

비스 정보 모델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추출하 다.

   REST[7]는 HTML 기반 로토콜이다. 요청 URL과 

각각의 요청 변수를 HTTP 에서 달하면 결과 값을 

응답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XML 형태로 사용자에게 

달한다. REST 기반의 로토콜을 이용하는 표 인 

OpenAPI는 표 으로 Naver 검색 OpenAPI, flickr, 

Google chart, Google Notebook등이 있다. 

  REST 로토콜을 이용하는 OpenAPI를 매핑하는 것은 

[그림 1]과 같다. 설명정보는 기본 으로 OpenAPI를 제공

하는 업체의 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businessEntity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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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바스크립트 로토콜을 이용하는 OpenAPI의 매핑

회사에 한 정보를 장하고, businessService에는 회사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를 장한다. port 에는 오퍼

이션을 구분할 수 있는 분류정보가 장되며 operation

에는 실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입/출력 정보를 장한다. 

  자바스크립트[8]는 벤더들이 데이터를 근하기 한 방

법인 자바스크립트 라이 러리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은 라

이 러리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에서 

구 하는 방식이다. 자바스크립트 라이 러리는 클래스와 

메소드로 구성되어있다. 클래스는 각각의 메소드를 포함하

고 있고, 사용자는 실제 기능을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메소드의 리턴 값이 사용자에게 달된다.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로토콜을 이용하는 표 인 OpenAPI는 Google 

Maps, Naver Maps등이 있다.

  자바스크립트 로토콜을 이용하는 OpenAPI를 매핑하

는 것은 [그림 2]과 같다. 자바스크립트 역시 OpenAPI를 

제공하는 업체의 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businessEntity에 회사에 한 정보를 장하고 

businessService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를 

장한다. 클래스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port에 장되며 

안의 연산자 정보가 operation에 장된다.

  SOAP은 단순한 정보 달용 XML 메시지로 구성되고, 

다른 분산 컴퓨  로토콜(CORBA, RMI, DCOM)처럼 

원격 로시 (Remote Procedure Call)을 하는 XML 메시

지로 구성된다[9]. SOAP은 요청 라미터를 포함하는 요

청 메시지를 송하면 결과 값을 XML 형태의 응답 메시

지로 사용자에게 달한다. SOAP 기반의 로토콜을 이

용하는 표 인 OpenAPI는 Amazon EC2, Amazon 

eCommerce등이 있다. 

  SOAP 로토콜을 이용하는 OpenAPI는 웹서비스 검색 

시스템에 장되는 내용과 동일하다. 

  웹서비스 검색시스템에서의 정보모델은 UDDI에 장된 

서비스 정보와, WSDL에 장된 오퍼 이션의 정보를 통

해 XML 문서 형식으로 구성된다. UDDI에서 

BusinessEntity, BusinessService 정보를 장하고 해당서

비스에 한 오퍼 이션 정보를 WSDL을 통해 읽어와 

Service, Port, Operation 정보를 장한다.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OpenAPI의 검색을 해 필요

한 내용으로는 회사정보, 서비스정보, 분류정보, 오퍼 이

션 정보로 나  수 는데 이러한 정보는 [그림 3]와 같이 

웹서비스 정보 모델을 이용해 장할 수 있다.

  회사 정보에서는 OpenAPI를 제공하는 회사 이름, 회사

의 설명등의 정보들로, 웹서비스 검색 시스템에서의 

businessEntity에 이름, 설명정보를 기술한다. 서비스 정보

는 businessEntity에서 기술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OpenAPI 서비스의 이름, OpenAPI 서비스의 설명, 서비스

의 치 정보이다. 이는 웹서비스 검색 시스템에서의 

businissService, Service 부분에 이름과 설명정보로 장

된다. 분류정보는 유사한 오퍼 이션들에 한 분류정보를 

기술한 것으로 웹서비스 검색 시스템의 Port에 장된다. 

OpenAPI에 사용되는 입력, 출력 인자들은 매쉬업 가능 

서비스 검색을 한 필수 인 요소로 웹서비스 검색 시스

템의 operation에 장된다. operation에서는 오퍼 이션의 

이름과 설명정보  입력, 출력 인자들에 해 장한다.

  웹서비스 검색 시스템의 서비스 정보 모델의 요소와 본 

논문의 서비스 정보 모델의 기본 요소는 부분 일치하지

만, 효과 인 검색 결과를 해 다음의 정보를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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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통합 서비스 정보 모델

  category는 카테고리 서비스 검색을 해 추가하 으며 

accesspoint는 각 서비스별로 장되어야 하는 서비스에 

근할 수 있는 주소로 서비스의 URL 정보가 장된다. 

이는 실제 서비스 정보가 장되는 businessService의 하

 요소로 장된다. protocol 정보는 앞에서 분류한 

OpenAPI의 로토콜에 한 정보로 port에 장된다.

  와 같이 추가한 정보를 포함하여 수정된 통합 서비스 

정보 모델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확장된 통합 서비스 정보 모델

4. 결론

  OpenAPI와 매쉬업은 웹 2.0에서의 요한 기술로 

OpenAPI의 이용과 매쉬업을 이용한 조합으로 창의 인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 받고 있다. 특히 지리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표 인 업체인 구 , 야후, 네이버 등은 자

신들의 서비스를 이미 OpenAPI를 통해 제공하여 사용자

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여러 지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OpenAPI  매쉬업 서비스의 활용을 

해 OpenAPI 검색  매쉬업 가능 서비스 검색이 필요하

다. 재는 다양한 웹 기술 사용하는 수많은 OpenAPI들 

에서 자신이 원하는 OpenAPI 검색을 해서는 찾고자 

하는 OpenAPI의 사  지식이 필요하다. 한 OpenAPI들 

간에 매쉬업을 하기 해서는 OpenAPI들간에 입/출력 정

보를 알아야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OpenAPI 검색시스

템이 연구되고 있지만, OpenAPI의 다양한 로토콜에 

한 지원은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인 

OpenAPI 통합 검색시스템을 해 OpenAPI에서 사용되는 

각 로토콜에 해 살펴보았고, 그것들에 한 용 방법

을 확인하 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OpenAPI 통합 검색 시스

템은 OpenAPI 검색 뿐만 아니라 매쉬업 가능 서비스도 

검색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쉬업 도구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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