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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웹을 기반으로 하는 클라이언트-서버 분산 구조의 웹서비스 시스템 구조

가 차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이 화 되면서,
웹 서비스의 활용이 차 확 되는 추세이다. 웹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통신을 하기 

해서는 원격 로시 를 정의한 인터페이스가 규정되어야 하며, 기존에는 W3C에서 정의한 WSDL를 

사용하여 웹서비스를 기술하곤 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웹서비스 기술  사용방법은 그 구

성이 복잡하고 오버헤드가 큰 이유로 리 활용되지 못하 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화 되면서 

REST 웹서비스의 활용이 확산되는 추세다. SOAP 기반 웹서비스에 해서는 서비스 조합에 해서 충

분히 다루어 졌으며, 어느정도 정리된 연구분야이다. SOAP 웹서비스는 기계가 인식하기 쉽도록 엄격

한 규약과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REST 웹서비스 조합 방법에 해서는 재

까지도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REST 웹서비스는 사람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된 기술이고, 그 

조합에 해서는 표 에서 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REST 웹서비스의 기존의 소켓

(socket)을 이용한 서버-클라이언트 통신 방법 신에, REST 웹서비스를 활용하는 서버-클라이언트 스

마트폰 앱개발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기존의 클라이언트-서버 분산 구조에서는 웹 서비스를 통

해 서비스 기반 구조(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를 구

축하고 개발생산성을 향상하는 목 으로 웹서비스를 활용

한다.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의 경우는 자체 인 컴퓨  

워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산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 혹

은 방 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활용하는 작업의 경우 

웹서비스를 통해 구 할 필요가 있다. 이 게 하면 스마트

폰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심의 코드만 실행하는 반

면, 복잡한 계산  시간이 오래걸리는 작업은 고성능의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통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값만 받

아오는 형태로 구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  분산환경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RPC로 통신하기 해서는 상호간의 통신 인터페

1)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의 경우는 자체 인 컴퓨  

워가 비교  떨어지기 때문에, 계산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

업 혹은 방 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활용하는 작업의 

경우 웹서비스를 통해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스가 먼  정의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와 RPC(Remote Procedure 

Call)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 의 방법은 상 으

로 복잡하고 오버헤드가 크다. 따라서, 최근 스마트폰 애

리 이션 개발에 있어서는 소켓을 이용한 통 인 서

버-클라이언트 통신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임시변통 (add-hoc)이며 체계 이지 않다. 

따라서, 최근에는 웹서비스(web service) Open API를 이

용한 스마트폰에서의 분산컴퓨  구 이 각 받고 있다. 

물론, 웹서비스 Open API는 애 에 이러한 계산 부하 

임(computation offloading)을 한 분산컴퓨  환경의 구

을 목 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다. 신에, 제3자(third 

party) 서버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스마트폰, 정보시스템 

등에서 랫폼 독립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

하기 한 목 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자들은 웹서비

스 Open API의 특성을 활용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

업을 고성능 컴퓨  서버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개인화

(customized)된 웹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버에 탑재하고 이

를 웹서비스 Open API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방법을 제안하 다[8]. 본 논문에서는 웹서비스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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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quest URL

http://openapi.naver.com/search

2. Request parameter

key string (mandatory) : key string for 

authentication 

target string (mandatory) : adult 

query string (mandatory) : search keyword as 

UTF-8 encoding 

- Sample URL

http://openapi.naver.com/search?key=test&query=girl

&target=adult

는 REST 웹서비스의 조합을 한 방법론을 다룬다.

  REST 웹서비스는 Rielding에 의해 소개된 것으로, 스마

트폰의 활용 증 와 함께 REST 웹서비스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많은 인터넷 회사

들이 이미 SOAP 기반 웹서비스와 REST 기반 웹서비스

로 동시에 병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OAP 기반 

웹서비스와 REST 기반 웹서비스의 차이 은 다음과 같

다. 

웹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통한 기계와 기계간 상호운  

작용을 제공하는 SW시스템인 반면, 일반 인 웹(Web) 

기술은 웹 라우 (browser)를 통해 기계와 사람간 

상호작용을 목 으로 하는 서비스

주로 SOAP, UDDI, WSDL, WS-* 등의 로토콜을 

활용하여 구

기계와 사람간의 웹(Web) 기술을 기계와 기계간 웹 

서비스(Web Service)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약을 추

가한 것이 RESTful 웹 서비스임

기계와 기계간의 상호운 은 오류가 허용되지 않아 완

벽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고 형식(fomal) 인 정의와 

기술이 필요하며,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

려움

RESTful 웹 서비스는 주로 웹 페이지 련 분야를 

심으로 SOAP기반 웹서비스를 체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속하게 확산되는 추세임

와 같이, REST 웹서비스는 SOAP/WSDL 웹서비스에 

비해 물론 기계 으로 자동화된 서비스 검색/조합/활용에

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 밖의 여러가지 편리한 장 이 있

어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 을 잘 활용하면, 

SOAP/WSDL 방법에 비해 성능과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

하다. REST 웹서비스 조합은 최근까지도 많이 연구되지 

않았고, 부분의 REST 웹서비스 조합 연구 시도는 여

히 기상태에 있다[3][4][5][6]. 본 논문에서는 웹서비스 

실행 결과를 객체로 변환함으로써, XML Parser를 통하지 

않더라도 범용 로그래  언어(JAVA, C++ 등)를 활용하

여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변환  조합방법

을 제안한다. 

2. 련연구

  SOAP 기반 웹서비스에 해서는 서비스 조합에 해

서 충분히 다루어 졌으며, 어느정도 정리된 연구분야이다. 

애 에, SOAP 웹서비스는 기계가 인식하기 쉽도록 엄격

한 규약과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REST 웹서비스 조합 기술에 해서는 충분히 다루어 지

지 않았다. 왜냐면, REST 웹서비스는 사람이 사용하기 편

리하도록 설계된 기술이고, 그 조합에 해서는 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Xia Zhao [1]의 논문은 스페인 NWeSP 학술 회에서 

발표된 REST 웹서비스 조합 방법에 한 논문이다. 여기

서는 2단계 선형 논리(two-stage linear logic) 기반의 

로그램 합성을 이용한 웹서비스 조합 방법을 제안한다. 상

기 논문은 이론 /논리 으로 잘 기술되었으나, 그 구  

 성능개선에 해서는 언 된 바 없다. 따라서, 유사분

야 통상의 기술자가 재 하기 불가능 하다.

  Haibo Zhao [2]의 논문은 REST 웹서비스 조합을 하

여 1차 논리(first order logic)을 이용한 형식 모델을 제안

한다. 이 논문 역시 이론 /논리 으로 잘 기술되었으나, 

그 구   성능개선에 해서는 언 된 바 없다. 따라서, 

유사분야 통상의 기술자가 재 하기 불가능 하다.

  상기 두 방법 공통 으로 요약하면, first order logic이

나 linear logic 등을 통해 다수의 웹서비스 조합방법을 논

리 으로 기술하면, 자동으로 조합된 웹서비스를 생성해주

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매우 제한 인 용

도로만 응용할 수 있으며,  개념의 발명자들 조차 일반

으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3. REST 웹서비스 Open API

   본 논문이 제안하는 REST 웹서비스 조합방법은 기존 

련연구 [1][2]에서 제안한 first order logic이나 linear 

logic 등과 같이 일반 인 로그래머들에게 익숙하지 않

은 개념을 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로그래  분야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REST 웹서비

스를 통상의 기술자가 편리하게 조합(composition)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웹서비스 실행 결과물

을 객체(object)로 변환(conversion)하여 일반 인 객체지

향 로그래  언어(JAVA, C++ 등)을 사용하여 구나 

편리하게 웹서비스 조합을 로그래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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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ponse field

adult integer : 0 , 1 (0 – non adult, 1 – adult)

표 1 Open API of REST web service for checking 

search keyword validity 

1. Request URL

http://openapi.naver.com/search

2. Request parameter

key string (mandatory) : key string for 

authentication. 

target string (mandatory) : webkr 

query string (mandatory) : search keyword as 

UTF-8 encoding 

domain string : site domain for searching

display integer : search result numbers per a page 

(10 as defult, 100 as max)

start integer : search start position (1 as min, 1000 

as max) 

- Sample URL

http://openapi.naver.com/search?key=test&query=key

word&display=10&start=1&target=webkr

3. Response field

rss : for debugging

channel : container for search results

lastBuildDate datetime : date of result generated  

total integer : total number of documents

start integer : start value of search result 

documents 

display integer : number of search result 

item : search result including title, link, description 

title string : search result document title

link string : hypertext link for search result 

document. 

description string : summary for search result 

document 

표 2 Open API of REST web service for searching 

from web database

  REST 웹서비스 실행결과는 일반 으로 XML형태로 제

공된다. 기존에는 이러한 XML 데이터를 해석하기 해서 

XML Parser [7]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자가 원

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활용하 다. 그러나, 웹서비스 조합

을 편리하게 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REST 웹서비스

를 객체로 변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여기서 객체(object)

는 로그래  리미티 (primitive)이며 일반 인 객체

지향 로그래  언어에서 활용하는 형태이다. 특히, C++, 

JAVA 등의 객체를 의미한다.

  오늘날 REST 웹서비스는 스마트폰 애 리 이션 개발

에 있어 핵심기술이 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REST 웹서

비스야말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근하기 한 가장 편

리한 방법이다.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은 여

러개의 REST 웹서비스로부터 정보를 얻어오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REST 웹서비스를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원하는 기능을 구 할 필요가 많다. 표 1은 스마트폰 등에

서 활용할 수 있는 REST 웹서비스 Open API 실제 사례

이다. 표 1의 REST 웹서비스 Open API는 검색서비스 

Open API를 사용하기에 앞서, 해당 검색어가 19세미만 

학생들이 열람하기 부 한 성인검색어인지 여부를 단

하는 Open API 서비스이다.

표 2는 실제로 웹문서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는  

REST 웹서비스 Open API이다. 즉, 스마트폰 애 리 이

션이 특정한 검색어를 입력받은 뒤 그 검색결과를 제공하

는 목 인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비스를 사용하면 

된다. 우선, 표 1에서 제공하는 성인검색어 여부 별을 

한 Open API를 먼  사용한 후, 표 2에서 제공하는 웹

문서 검색기능 Open API를 사용하여 실제 으로 웹문서

를 검색하고 결과를 화면에 제공한다.

4. Error messages

000 : System error

010 : Your query request count is over the limit

011 : Incorrect query request

020 : Unregistered key

021 : Your key is temporary unavailable

100 : Invalid target value

101 : Invalid display value

102 : Invalid start value

110 : Undefined sort value

200 : Reserved

900 : Undefined error occurred

표 3 Error Messages of REST Web Service Open API 

표 3은 에러메시지이다. 표 1이나 표 2의 수행하는 과정에

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표 3에서와 같은 에러코드  

하나를 반환한다. 를들어, 네트워크 오류, 잘못된 인자값 

입력, 잘못된 키(key)값 오류 등의 에러상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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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URL text =

           new URL(strURLforOpenAPI);

     String test = text.toString();

XmlPullParserFactory parserCreator =

       XmlPullParserFactory.newInstance();

XmlPullParser parser =

       parserCreator.newPullParser();

 

parser.setInput( text.openStream(), null );

 

String tag;

int parserEvent = parser.getEventType();

 

while (parserEvent !=

           XmlPullParser.END_DOCUMENT ){

switch(parserEvent){

case XmlPullParser.TEXT:

tag = parser.getName();               
         

break;

case XmlPullParser.END_TAG:

tag = parser.getName();

break;

}

parserEvent = parser.next();

}

 

}catch( Exception e ){

Log.e("dd", "Error in network call"+ e);

}

표 4 Client-Server Communication with REST Web 

Service Open API
의 표 4는 스마트폰 애 리 이션에서 와같은 각각의 

Open API를 활용하여 서버측과 통신하는 과정을 나타낸

다. 

4. 결론

REST 웹서비스 Open API를 소개하고 실제 인 응용을 

로들어 REST 웹서비스 Oepn API의 사용법을 확인하

다. 기존 스마트폰 애 리 이션에서는 주로 클라이언트

-서버간의 소켓 통신을 활용하여 분산환경을 구 하 는

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REST 웹서비스 Open API를 

통하여 서버측에 데이터를 달하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XML로 수신한다. 따라서, 이 게 

수신된 XML을 싱(parsing)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수신

함으로써 기존의 소켓 통신기법을 충분히 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아 치 웹서버

와 REST 웹서비스 확장 라이 러리를 통해 구 하므로 

소켓에 비해 매우 신뢰성있는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쳐

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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