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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근래에 OpenAPI의 구  형태는 기존의 SOAP 기반 구  방식에서 비교  간단하고 가벼운 REST 방
식으로 바 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웹상에 이용 가능한 RESTful 웹 서비스들의 수가 격하게 증가됨

에 따라 합한 리소스를 찾는 것은 매우 요한 이슈로 두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RESTful 웹 서비

스를 개발할 때 생성되는 WADL 문서를 가지고 리소스를 효율 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일련의 다단계 

매칭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168개의 RESTful 웹 서비스 집합에 한 실험을 수행하여 그 성

능의 우수함을 보인다. 

1. 서론

   최근 웹 2.0의 등장과 함께 OpenAPI(Application Pro- 

gram Interface)와 매쉬업(mashup)이 발 되면서 기존의 

SOAP 기반 웹 서비스에 비해 RESTful 웹 서비스의 활

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1]. 구 , 아마존, 야후, 이베이, 

네이버,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업에서는 웹 2.0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자사의 정보 자원을 OpenAPI를 통

해 외부 사용자에게 극 으로 개방하고 있는 추세이며, 

OpenAPI 구  형태도 기존의 SOAP 기반 구  방식으로

부터 비교  간단하고 가벼운 REST(REpresentation 

State Transfer)[2]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최근 동향을 살

펴보면, OpenAPI와 매쉬업을 한 표 인 포털 사이트

인 ProgrammableWeb[3]에서 제공되는 OpenAPI의 약 

72%(2/3)가 REST 방식이고 18%가 SOAP 방식이다. 

   이러한 결과로 웹상에 이용 가능한 RESTful 웹 서비

스의 수가 기하 수 으로 증가됨에 따라 사용자가 합

한 리소스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요한 이슈로 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키워드 기반 검색 방법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 진 바와 같이 나쁜 재 율과 나쁜 정확률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러한 키워드 기반 검색 방법의 한

계를 극복하기 하여 시맨틱 정보를 이용한 온톨로지

(ontology) 활용 방법이 있을 수 있다[4, 5]. 그 지만 이

러한 시맨틱 온톨로지 활용 방법은 부분 SOAP 기반 

웹 서비스를 한 방법이었고 RESTful 웹 서비스를 해

서는 이들이 잘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SOAP 기반 웹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오퍼 이션들에 한 시맨틱 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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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반면에, RESTful 웹 서비스에서는 이들 오퍼 이

션 신에 체계 으로 구성된 URI에 한 HTTP 기본 메

소드만 수행되기 때문이다.

   를 들면, SOAP 기반 웹 서비스에서는 주문⋅제품 

정보 등을 생성, 검색, 변경하는 오퍼 이션들이 각기 존

재하여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때 해당 오퍼 이션( , 

getOrder( ))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일반 인 로그래  

개념과 동일한 반면에, RESTful 웹 서비스에서는 주문 리

스트(/order), 특정 id에 한 주문 정보(/order/{id}), 제품 

리스트(/product), 특정 id 제품 정보(/product/{id}) 등을 

모두 리소스로 정의하고, 각 리소스에 URI를 할당한 후 

그 URI에 해( , http://korea.com/order) GET 는 

POST 메소드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RESTful 웹 서비스를 개발할 때 생성

되는 WADL(Web Application Description Language) 문

서를 가지고 RESTful 웹 서비스를 한 유사 리소스 발

견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구문 분석(syntactic 

analysis) 방법과 클러스터링(clustering) 방법을 혼합 사

용하여 보다 지능 인 리소스 매칭을 수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RESTful 웹 

서비스의 기본 개념과 기술언어를 간단히 기술하고. 3장에

서 RESTful 웹 서비스 리소스 발견 방법을 제안한다. 4장

에서 실험 분석을 수행하고 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2. RESTful 웹 서비스

   REST는 웹의 창시자  한 사람인 Roy Fielding의 

박사학  논문[2]에 의해 소개되었다. 그는 재의 웹 아

키텍처가 웹이 지닌 본래의 설계 우수성을 충분히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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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다고 단하고, 웹의 장 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아키텍처를 제안했는데 그것이 

바로 REST다. 이런 REST 아키텍처 스타일에 따라 정의

되고 이용되는 서비스나 응용을 RESTful 웹 서비스라 한

다. RESTful 웹 서비스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리소스: RESTful 웹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 의 하나

는 모든 상을 리소스(resource), 즉, 자원으로 표 한

다는 것이다. 이 리소스는 HTTP URI(Uniform Reso- 

urce Identifier)에 의해 표 되며, user, product, order 

등과 같이 직 으로 리소스를 인식할 수 있는 명사

형의 단어들로 설계되고, /user/1234와 같이 계층 구조

로 구성된다. 

HTTP 메소드: REST 구조에서의 리소스는 HTTP의 

기본 메소드(method)인 POST, GET, PUT, DELETE

만으로 근할 수 있다. 리소스에 근하기 한 이러

한 4개의 HTTP 메소드는 일반 CRUD(Create, Read, 

Update, Delete) 오퍼 이션에 각각 응될 수 있다.

다양한 표 : 하나의 리소스는 다양한 표 (represen- 

tation)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XML, JSON, XHTML 

등이 가능하며 클라이언트에서 원하는 형식을 서버에

게 요청할 수 있다. 표 은 다른 자원을 참조하는 링크

(link)를 포함할 수 있으며, 만일 클라이언트가 링크를 

따라 다른 자원으로 이동한다면 이는 그 상태(state)를 

변경(transfer)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HATEOAS(Hy- 

permedia As The Engine Of Application State)라는 

용어로 표 된다.

스테이트리스: 스테이트리스(stateless)란 웹 서비스 제

공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의 상태(state) 정보를 장, 

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클라이언트가 

HTTP 요청(request)을 할 때 서버에 그 요청을 수행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주어야 하며 이 의 요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특성은 상태를 장 하지 않

으므로 확장성이 좋아지고 캐쉬(cache)하기에 합한 

구조를 만든다.

   이상과 같이 RESTful 웹 서비스는 리소스의 URI만 

알면 SOAP 기반 웹 서비스와 같은 부가 인 송 이

어 없이 HTTP 로토콜만으로 근 가능한 아주 간단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순 명료한 근 방식 때문

에 구 , 야후, 트 터 등에서 제공하는 부분의 웹 2.0 

OpenAPI들이 RESTful 웹 서비스로 작성되어 있으며, 이

는 젯(widget)을 이용한 매쉬업을 활성화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한, 기존에 제공되던 SOAP 기반 웹 서비스 조

차도 RESTful 웹 서비스를 추가 개발하여 동시에 제공하

는 추세이다[6].

   SOAP 기반 웹 서비스에 비해 가볍고 구 하기 쉬운 

RESTful 웹 서비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에 따라, 

RESTful 웹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기술하기 한 다양

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재 RESTful 웹 서비스를 

기술하기 한 여러 가지 언어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

까지 주류는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의 WSDL에서

도 2.0 버 에서는 RESTful 웹 서비스를 기술할 수 있는 

HTTP 바인딩(binding) 확장 스펙이 제안 되었지만 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많이 쓰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썬마

이크로시스템은 간략하면서도 범용성이 뛰어난 WADL 

[7]을 발표하게 되었고, 간단하다는 장  때문에 개발자들 

사이에서 WADL의 사용은 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WADL은 HTTP 기반 웹 애 리 이션( 를 들면, 

RESTful 웹 서비스)의 기계 독이 가능한 기술을 제공

하는 XML 기반의 문서 형식이다. WADL의 목 은 보다 

쉽게 웹 2.0 형태의 애 리 이션들을 생성하고 동  서비

스 생성  리 방법을 제공하기 하여, 인터넷 상의 서

비스들을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할 수 있

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WADL은 존하는 웹 구조

에 기반 한 애 리 이션들을 하여 고안되었다. 즉, 

WSDL처럼 랫폼과 언어에 독립 이며 웹 라우 의 

기본 인 사용 외에 애 리 이션의 재사용을 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WADL에서는 서비스에 의해 제

공되는 자원들과 그들 사이의 계를 모델링할 수 있다.

<resources base="http://news.search.yahoo.com/"> 
  <resource path="newsSearch"> 
    <method name="GET" id="search"> 
      <request> 
        <param name="appId" type="xsd:string“
                 style="query" required="true"/> 
        <param name="query" type="xsd:string“
                 style="query" required="true"/> 
        <param name="type" style="query" default="all"> 
                 <option value="all"/> 
                 <option value="any"/> 
                 <option value="phrase"/> 
        </param> 
        <param name="results" style="query“
                  type="xsd:int" default="10"/> 
        <param name="start" style="query" type="xsd:int“
                  default="1"/> 
        <param name="sort" style="query" default="rank"> 
                  <option value="rank"/> 
                  <option value="date"/> 
        </param> 
        <param name="language" style="query“
                   type="xsd:string"/> 
      </request> 
      <response status="200"> 
        <representation mediaType="application/xml“
                    element="yn:ResultSet"/> 
      </response> 
      <response status="400"> 
        <representation mediaType="application/xml“
                    element="ya:Error"/> 
      </response> 
    </method> 
  </resource> 
</resources> 

                (그림 1) WADL의 

   WADL에서 서비스는 resource 엘리멘트들로 기술되며, 

이들 각각에는 request와 response를 기술하는 method 엘

리멘터가 있다. request 엘리멘트에는 어떻게 입력을 표

할 것인가를 기술하고 있고, response 엘리멘트에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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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결과의 representation과 상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request와 response에는 매개변수를 나타내는 

param 엘리멘트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WADL 문서

의 는 (그림 1)과 같으며, 체 으로 resource - 

method - request/response 트리 구조로 되어있다. REST 

개발 툴( , REST Describe & Compile[8])을 사용하면 

이러한 WADL 일은 쉽게 생성할 수 있다.

3. 리소스 발견 방법

   사용자들이 원하는 RESTful 웹 서비스에 한 검색 

유형은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요약될 수 있으나, 본 논문

에서는 선행 연구로써 RESTful 웹 서비스 리소스 발견 

문제에 을 맞춘다.

리소스 발견: 하나의 리소스가 주어졌을 때 이와 유사

한 리소스를 찾는다. 직 으로 비슷한 입력과 비슷한 

출력을 가지고 있고 이들 입출력 사이의 계가 비슷

하다면 두 리소스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리소스 조합: 하나의 리소스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용

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켜  수 없을 때 리소스 

조합을 통해 새롭고 유용한 솔루션을 얻는다. 를 들

면, 여행 약 서비스는 항공기, 숙박, 그리고  등 

다수의 서비스들이 히 결합되어야 한다.

   RESTful 웹 서비스의 리소스를 발견하기 해 본 

에서는 리소스의 유사도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기술한다. 

하나의 리소스 템 릿이 주어졌을 때, 이 템 릿과 장소 

내의 임의의 리소스와의 유사도는 path 속성과 입출력 매

개변수에 깊은 련이 있다. 질의 템 릿 T는 다음과 같

이 4개의 튜 (tuple)로 표 될 수 있다.

      T = < method, path, request, response >

여기서, method는 {POST, GET, PUT, DELETE}  하

나이고, path는 리소스 이름, request와 response는 입출력

항목을 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유사 리소스 발견 과정은 다단계 매칭 방

법에 의해 수행된다. 각 매칭 단계에서 질의 템 릿과 

장소 내의 RESTful 웹 서비스 사이의 일치 여부가 단

되는데, 이를 해 먼  사용자로부터 작성된 질의 템 릿

을 어떠한 순서로 수행할지에 한 질의 계획을 세울 필

요가 있다. 질의 계획을 세울 때는 질의 처리의 효율을 고

려해야 하는데, 매칭 요소의 특성상 매칭 속도가 빠른 항

목이 있고 매칭 속도가 느린 항목이 있으며, 코드별 1차 

필터링(filtering) 단계와 제약조건에 따른 2차 정제

(refinement)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산량이 많

은 매개변수 유사도 매칭은 다른 항목들보다 늦게 처리하

고, method나 path 값의 경우 은 계산량으로 높은 질의 

처리 효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먼  처리한다. 

   method 매칭: REST에서 HTTP 메소드는 심 역할

을 수행한다. 이는 POST, GET, PUT, DELETE 4개의 

메소드만 사용하므로 코드 일치 방법을 사용하여 쉽게 탐

색될 수 있다. 즉, 같은 메소드에 속하는 서비스들만 빠르

고 쉽게 필터링하여 다음 매칭 단계가 효율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탐색 범 를 한정시킨다.

   path 속성 매칭: 리소스 path 속성은 텍스트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런 텍스트에 해 완  일치 방법을 사용하

면 무 제한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매칭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구문 분석 방법

[9]을 사용하여 시맨틱 매칭 유사도를 구한다. 본 유사도

를 측정하기에 앞서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해 path 속성 

값들에 해 다음과 같은 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먼  

복합단어는 소문자, “/” 등과 같은 구분 문자를 사용하

여 텀(term)들로 분리하고 스테 (stemming)과 불용어

(stop-word) 필터링을 수행한다. 이때 숫자로만 구성된 동

 런타임 값들은 검색에 큰 의미가 없으므로 미리 제거

한다. 그 다음 단어 내 약어(abbreviation)들이 확장되고 

동의어(synonym)를 발견하기 해 WordNet과 같은 시소

러스(thesaurus)를 사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두 속성 

A와 B 사이의 유사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여기서, 과 는 각 속성 안에 있는 텀들의 개수를 의미

하고 ∥∥는 매칭 텀들의 개수를 리턴한다. 

결과는 0과 1 사이의 실수 값을 가진다.

   매개변수 유사도: 리소스 입출력 매개변수들 간의 유

사도를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리소

스 내에는 매개변수들이 몇 개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의 

리소스 내에 같은 매개변수는 거의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TF/IDF 방법[10]을 그 로 용하기는 어렵다. 따

라서 param name 값들에 해 처리 과정을 수행한 후 

련성이 많은 텀들을 개념으로 클러스터링하고 이런 텀

들을 단어의 백으로 재배치한 후 TF/IDF 방법을 용한

다. 여기서 매개변수 클러스터링은 우리가 이미 제안하

던 RESTful 웹 서비스 온톨로지 학습 방법[11]을 이용한

다. 하나의 질의와 장소로부터 매치되는 임의의 후보 리

소스 을 (Q, R)이라 하고, 매개변수 Q와 R에는 각각 m

과 n개의 매개변수들이 있다고 가정하자. 즉,

Q  =   ⋯  ⋯ 

R  =   ⋯  ⋯ 

Q의 와 R의   간의 매치를 고려할 때, 클러스터링 기

반 매개변수 유사도는 다음과 같이 매개변수 들의 평균

값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for all 1

≤i≤m, 1≤j≤n. 

   체 으로 질의와 장소에 있는 임의의 리소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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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는 path 속성, 는 입력, 는 출력 유

사도이며,   는 각각의 가 치이고 ≤ 이다. 

유사도 결과 값은 0과 1 사이의 실수 값을 리턴한다. 

4. 실험 분석

   실험 분석의 목 은 본 논문에서 제한하는 다단계 리

소스 매칭 방법의 우수성을 보이는 것이다. 통 인 

RESTful 리소스 발견 방법은 키워드 기반 검색만 지원하

고 있다. 이러한 키워드 검색 방법에 비해 다단계 리소스 

매칭 방법이 얼마나 효율 으로 수행되는지 이들 두 방법

을 비교/분석 하 다. 평가 방법은 정보 검색에서 가장 보

편 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 율, 정확률, 그리고 F-척도를 

사용한다. 실험은 ProgrammableWeb 사이트로부터 다운

로드 받은 168개의 RESTful 웹 서비스들에 해 수행하

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264개의 request/response 엘리

멘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기존의 키워드 검색 방법과 비교하여 다단

계 리소스 매칭 방법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안

된 방법은 method 매칭, path 속성 매칭, 매개변수 유사도 

측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방법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 키워드 방법과 비교한 재 율, 정확률, 그리고 F-척도

를 측정하 다. 실험 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단

계 리소스 매칭 방법이 기존의 키워드 검색 방법에 비해 

재 율, 정확률, F-척도 각각 22%, 25%, 27% 개선된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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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다단계 리소스 매칭 방법의 성능 분석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RESTful 웹 서비스를 한 WADL 기

반 다단계 리소스 매칭 방법을 제안하 다. 본 연구의 핵

심 내용은 같은 메소드를 포함하는 리소스들만 빠르고 쉽

게 필터링 한 후 리소스 path 속성과 매개변수 유사도 매

칭을 수행하 는데, path 속성 매칭은 구문 분석 방법을 

사용하 고, 매개변수 유사도 매칭에서는 이미 우리가 제

안하 던 매개변수 클러스터링 방법을 용하 다. 제안된 

방법은 실제 Open API 장소인 ProgrammableWeb 사이

트로부터 168개의 RESTful 웹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아 

실험 분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기존의 키워드 검색 

방법에 비해 재 율, 정확률, F-척도 각각 22%, 25%, 

27%의 성능 향상을 보 다. 

   향후 후속 연구로는 RESTful 웹 서비스를 한 리소

스 조합 방법에 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재 

구  방법에서는 response의 representation 엘리먼트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비록 이런 복잡한 문서정보를 고

려하더라도 완 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크게 도움을 주

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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