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2월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1권 제6호

- 275 -

논문 2011-6-34

CLAM 에이전트 기반 Directory Facilitator를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 디스커버리 프로토콜 구현

Implementation of an Efficient Service Discovery Protocol for 

Directory Facilitator Based on CALM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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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UPnP, Jini, SLP와 같은 서비스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은 서비스의 표현과 기술, 그리고 메시지 교환 패
턴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능만 제공한다. 이것은 서비스 디스커버리 프로토콜 사이에 서비스의 상호
운영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 서비스간의 상호운영성을 높일 수 있도록 CLAM 

(Component-based Autonomic Layered Middleware)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성하고, 플랫폼 내의 DF (Directory Facilitator)

의 기능을 확장하여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DF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또한 DF 에이전트에서 확장
성과 상호운영성을 보장하기 위해 DHT-Chord 알고리즘을 이용한 효율적인 서비스 디스커버리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Abstract  Current service discovery protocols such as UPnP, Jini, SLP provide the basic function which is message 
exchange pattern, service representation and description, in service discovery. They does not guarantee service 
interoperability among service discovery. Therefore,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CLAM (Component-based 
Autonomic Layered Middleware) agent platform to enable an efficient service discovery through extension of DF 
agent function in FIPA-compliant specification. Also, we propose an efficient service discovery mechanism using 
DHT-Chord algorithm to guarantee scalability and interoperability in DF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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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선을 넘어선 무선 인터넷은 새로운 커뮤니 이션 

수단으로의 발 을 꾀하고 있다. 무선 인터넷을 통한 

표 인 커뮤니 이션 수단의 로서 메신 를 비롯한 여

러 어 리 이션들이 각각의 로토콜로 다양한 메시지

를 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에 한 다양한 디

지털 컨텐츠의 발달로 인해 소 트웨어 에이 트(Agent) 

역할의 비 이 높아지면서 에이 트 기반의 서비스 디스

커버리(Service discovery) 그 역이  더 확 되어지

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 디스커버리에서 리하는 정보

의 로는 디바이스에 한 정보(Device Information, 

DI), 치에 한 정보(Location Information, LI), 에이

트 이동 정보(Agent Movement Information, AMI), 각 서

비스에 한 정보(Service Information, SI) 등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각 랫폼간의 업(Collaboration)을 가능

 하고, 서로 다른 이기종 에이 트 사이의 서비스 제공 

능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른 에서 에이

트 기반의 시스템을 일종의 피어(Peer)로서 보는 시각으

로, 에이 트 시스템의 P2P 시스템으로서 확장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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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성과 확장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1]. 한 유비쿼터스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발 함

에 따라서, 멀티 에이 트 기술에 한 연구는 지속 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도로 발달 된 환경에서의 요구 조

건과 상황 처리 능력이 더욱 다양성과 복잡성을 띄면서 

멀티 에이 트 시스템 환경은 분산화와 자율 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진보하고 있다. 이러한 멀티 에이 트 시

스템 환경에서, 에이 트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 일정한 형태로 멀티 에이 트 시스템의 장소에 

등록하고, 그 서비스에 해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서

비스 기능을 갖는다.  다른 사용자 에이 트들은 원하

는 서비스를 서비스 장소에 질의하여 서비스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각의 에이 트

들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를 다른 사용자 에이 트에게 

알릴 수 있는 고의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한 지

능형 에이 트는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결과를 제공하기 

해 사용자의 취향을 알아내고 이를 작업 수행에 용

할 수 있는 기능을 필요로 하며, 각 에이 트는 다른 에

이 트와 상호 력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고 멀티 에이 트 시스템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

용자에게 지속 이고 일 된 서비스 지원을 제공해야한

다[2]. 더 나아가 이러한 멀티 에이 트 시스템들 간의 상

호 력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에 만족하는 더 신뢰성 높

은 정보제공과 빠른 정보처리를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에이 트 기술은 사용자가 직  원하는 서비

스를 검색하거나 는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한 서

비스를 제공하기 해 에이 트간의 커뮤니 이션을 통

하여 스스로 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 이를  하여 멀

티 에이 트 시스템 상에서 에이 트가 작업을 수행하던 

도  다른 에이 트의 도움이 필요하면 에이 트 통신 

언어(Agent Communication Language, ACL)를 사용하

여 에이 트간의 메시지 교환에 의존하여 서비스를 지속

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의 에서는 서비스의 가시성 

향상을, 장소의 에서는 서비스에 한 고 효과

의 확장을 해 웹 기반의 장소를 설계·구 하는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에이 트들이 등록한 서비스

에 하여 가시성을 제공하는, 즉 고의 효과를 부여하

고, 효율 인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지원하는 웹 기반의 

DF(Directory Facilitator)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구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에이 트 서비스 디스커버리라 불

리는 서비스 발견과 검색 등의 메커니즘을 제공함과 동

시에 이를 리하고 통합하는 통합 애 리 이션으로 

랫폼의 에서 운 되도록 CLAM이라 부르는 멀티 에

이 트 랫폼에서 DF를 설계한다. 이는 에이 트 시스

템의 확장성과 신뢰성을 고려한 것으로 CALM 에이 트 

랫폼 기반에서 DHT를 이용한 서비스 디스커버리 

로토콜을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DF 에이 트와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로토타입을 구 한다. 

Ⅱ. 관련 연구

1. 에이전트 플랫폼과 서비스 디스커버리

소 트웨어 에이 트란 사용자의 에서 시스템이 

사용자를 신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자동 으로 

수행해 주는 소 트웨어를 지칭하며, 이는 특정 목 에 

해 사용자를 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자율 인 로

세스이며, 독자 으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환경의 일부

이거나 그 안의 일부로서 동작하게 된다. 에이 트의 특

징은 자율성, 지능성, 이동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기본 인 특징 외에도 에이 트가 가진 특징으로는 환경 

변화에 하여 반응할 수 있는 반응성, 잘못된 정보를 주

고받지 않도록 하는 정직성, 그리고 에이 트의 활동을 

합리 인 방법으로 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

성 등이 있다[2].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에이 트는 크게 모

바일 에이 트와 멀티 에이 트로 구분된다. 모바일 에

이 트는 사용자의 목 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기 해 

로그램 자체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

되는 구조이며, 멀티 에이 트는 하나의 에이 트로 해

결하지 못하는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기 하여 여러 에

이 트간의 업을 통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이

다. 한, 모바일 에이 트는 각 호스트와 호스트 사이 그

리고 여러 피어와 피어 사이의 네트워크 역을 이주

(Migration)함과 동시에 네이  서비스(Naming service) 

기법을 이용하여 각 서비스 자원에 해당하는 이름을 찾

기도 하고, 등록하기도 하며, 각각의 치에 한 정보를 

하는 P2P 네트워크 형성자로써의 역할도 하게 된다. 

두 가지 에이 트의 공통된 기능으로 서비스 디스커버리

라 불리는 서비스 발견 혹은 달의 메커니즘이 있다. 서

비스 디스커버리는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서비

스나 디바이스 등 여러 가지 자원에 한 서비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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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 등의 정보가 사 에 제공되거나 탐색하는 과정

으로서 미들웨어 상에서는 표 인 상호운 성

(Interoperability) 측면이 요시 된다. 본 논문에서는 

DF 간의 업하는 방법으로 DHT-Chord를 이용한 DF 

Federation의 방법을 사용하여 상호운 성을 높이기 

한 방법으로 제안한다. 멀티 에이 트의 서비스 디스커

버리는 에이 트 련 국제 표 화 단체인 FIPA 

(Foundation For Intelligent Physical Agents)의 

Specification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하 다. FIPA에서는 

에이 트와 련하여 다음 1과 같은 참조 모델을 제공한

다[3]. 

그림 1. FIPA 에이전트 참조 모델
Fig. 1. FIPA Agent Reference Model

의 그림에서 표 한 FIPA 에이 트 참조 모델은 내

부 으로 AMS (Agent Management System)와 DF 그

리고 MTS (Message Transport Service)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이는 FIPA에서도 권고하는 필수 엔티티이다[3]. 

AMS (Agent Management Service): 랫폼 내의 에

이 트의 등록  제거, 일시 정지와 회복 등의 반

인 에이 트 생명주기에 한 리를 수행한다. 

ACL (Agent Communication Language): 에이 트

간의 통신을 한 에이 트 정보를 교환한다.

ACC (Agent Communication Channel): 에이 트 

랫폼 내부의 에이 트간의 메시지 송과 랫폼간

의 통신을 지원한다. 

ANS (Agent Name Server): 에이 트의 이름과 

송을 한 주소 정보를 각 에이 트에게 제공한다.

DF (Directory Facilitator): 에이 트 랫폼 내의 에

이 트들이 제공하는 능력이나 서비스에 한 정보

를 각 에이 트에게 제공한다. 

FIPA 에이 트 내 DF의 기능은 로우 페이지의 역

할로서 표시하며, 기능상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에이 트는 각 에이 트들의 서비스에 해 장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DF에 장되는 메시지의 타입은 

서비스 디스크립션 형태로 제공되며 서비스 명칭, 타입, 

소유권 등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 메타 타입 정보로서 서

비스의 정보를 표시한다. 둘째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

능을 수행한다. 다음 섹션에서는 FIPA-Compliant 에이

트를 기반으로 CALM (Component-based Autonomic 

Layered Middleware) 에이 트 랫폼에서 DF 에이

트의 서비스 디스커버리 로토콜을 정의하고 설계한다. 

FIPA의 서비스 디스커버리 로토콜의 두 가지 과정으

로 나  수 있다. 첫째는 에이 트의 정보를 유지하기 

한 디 토리 서비스(Directory Service)를 이용하고, 두 

번째로 메시지 달(Message Delivery) 서비스를 제공

한다.

2. DHT

DHT(Distributed Hash Table; 분산 해쉬 테이블)[4]는 

시스템 내의 각 노드들이 키 셋을 나 어 가지고 있는 분

산 시스템을 말하며, 해싱을 통하여 생성된 데이터 의 키 

값과 ID 사이에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노드들

에게 균일하게 분산하기 한 룩업 (Lookup) 방법을 제

공한다. DHT는 크게 keyspace partitioning, overlay 

network의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해시의 키 집합들을 

DHT 시스템 내부의 각 노드에 분산(Keyspace 

partitioning)시키고 DHT의 엔트리 포인트에 상 없이 

키의 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라우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DHT 시스템 내부의 네트워크 (Overlay 

network)를 이용해 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한 데이터 

키 값과 id를 이용하여 모든 노드와 데이터들을 동일한 

주소 공간에 할당함으로써 데이터와 노드 정보들을 한꺼

번에 리하기가 용이하고, 한 자동화된 시스템 업데

이트가 이루어져 노드들 사이의 부하를 균일하게 분산시

키기 한 로드밸런싱, 그리고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 기

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되어져 왔다. 본 논문에서는 

CALM 에이 트 기반의 DF에서 각 ID (key)와 해쉬 값

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 인 

서비스 디스커버리 로토콜을 설계하고, 구 한다. 이는 

P2P 기반의 일 공유나 서비스 공유 부분에서 사용자가 

서비스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의 단축이나, 서비스에 

한 리스트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한 것이다[6]. DHT-Chord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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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으로 탐색 가능한 P2P 알고리즘으로서 Chord는 

2
k 크기의 원형 식별자 공간을 사용하며 각 노드는 IP주

소를 SHA-1과 같은 해쉬 함수로 해쉬하여 nodeID를 구

한 다음 원형 식별자 공간의 해당 nodeID에 치한다. 

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서 P2P 오버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한다.

Lookup(my-id, key-id)

n = my successor

if my-id < n < key-id

call Lookup(id) on node 

n // next hop

else

return my successor // done

그림 2. 심플 Chord 알고리즘
Fig. 2. Simple Chord Algorithm

본 논문에서는 에이 트 기반의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하여 DHT 알고리즘 기반의 

Simple Chord를 이용한다

Ⅲ. CALM 에이전트 기반 DF 설계

1. CALM & DF 에이전트

하나의 에이 트 서비스 도메인은 고유의 서비스 디

스커버리 로토콜에 의하여 동작하게 된다. 이러한 서

비스 디스커버리 로토콜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동

작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각 고유의 서비스들만 각각 

제공한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

결하기 해 우리는 CALM 에이 트 랫폼을 사용하여 

이기종 서비스 디스커버리 로토콜과 연동이 가능한 

DF를 설계하 다
[2][5][7]. DF의 기본 인 기능은 멀티 에

이 트 시스템 상에서 에이 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

을 디스크립션의 형태로 등록하고, 검색, 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다음 그림 3는 CALM 기반 DF 업에 

한 구조도이다.

등록 (Register): 이 기능은 새로운 항목을 DF의 

KB(Knowledge Base)에 등록시킨다. DF는 에이 트

가 등록하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은 보장하지 않는다.

등록해제 (Deregister): 에이 트는 DF의 KB에 있는 

항목을 제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에이

트와 련된 정보를 개하는 DF의 의무를 없앤다.

수정 (Modify): 에이 트는 기존의 KB에 있는 항목

을 수정할 수 있다.

검색 (Search): 에이 트는 특정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에이 트들을 찾도록 DF에 요

청할 수 있다. DF는 이 검색 기능에 반응하여 제공되

는 정보의 정확성에 해서는 보장할 수 없다.

그림 3. DF 협업 구조도
Fig. 3. DF Collaboration Architecture

2. DF 에이전트 상세 설계

멀티 에이 트 시스템에는 다양한 에이 트들이 존재

하며, 이들 에이 트들은 서로의 서비스에 하여 디스

크립션을 작성하여 랫폼의 Directory Facilitator(DF)

에 장을 하며, 사용자 에이 트는 이 DF를 검색하여 

원하는 서비스에 한 디스크립션을 얻는다. 특정 서비

스를 제공하는 에이 트들은 자신이 가진 서비스에 하

여 디스크립션을 작성하여 로우 페이지 서비스라고 불

리는 DF에 Publish하며,  이러한 특정 서비스를 검색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에이 트들은 DF에 질의를 하여 

해당 디스크립션을 얻는다. 사용자 에이 트는 특정 서

비스에 한 디스크립션을 검색하기 하여, 앞에서 설

명한 register, deregister, modify와 마찬가지로 찾고자 

하는 서비스에 한 디스크립션을 작성하여야 하며, DF

는 사용자 에이 트가 작성한 서비스 디스크립션과 

KnowledgeBase에 있는 많은 서비스 디스크립션과의 매

칭을 통해 부합되는 디스크립션을 찾고, 결과로서 부합

되는 서비스 디스크립션이 포함되어 있는 DFAgentDe 

scription들의 배열 형태인 DFAgentDescription 형태로 

장한다. Modify 기능은 삭제·등록의 과정으로 볼 수 있

다. 즉, 기존에 있던 DFAgentDescription 안의 모든 서비



2011년 12월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1권 제6호

- 279 -

스 디스크립션들을 deregister 메소드를 사용해 삭제하

고, 새로 작성된 DFAgentDescription을 다시 register 메

소드를 통해 등록하는 것으로 modify 명령이 완수된다. 

JADE DF 는 네 가지 기본 오퍼 이션 이외에 

Federation (연합) 기능과 Subscribe (가입) 기능이 있다. 

Federation 기능은 DF 간의 상호운용성을 하여 확장성

을 지원하는 기능이다. DF의 기능  하나인 검색 메커

니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자

신의 랫폼 내에 있는 DF에서 검색을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다른 랫폼에 있는 DF에 액세스가 가능한 경우, 

다른 DF로 확장하여 검색을 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의 

경우와 같이 다른 랫폼의 DF로 확장하여 검하는 방식

을 DF Federation 기능이라 한다. DF Federation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이 기종 에이 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에이 트간의 상호운용성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 부재의 제약을 극복하고, 치  장비 독

립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DF Federation

을 한 기본 검색 메커니즘은 깊이 우선 탐색

(depth-first search) 자료구조 기법을 이용한다. 한 

Federation 기능은 FIPA 표 에 부합하는 멀티 에이 트 

시스템의 컴포 트  오직 DF의 경우에만 가능한 기능

이며, AMS, MTS의 경우, Federation 기능이 없다. 다음 

그림 4은 DF Federation을 한 깊이 우선 탐색에 한 

시이며, 숫자가 있는 것들이 DF로서, 화살표 방향

으로 DF에서 DF로 검색 연산이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

다. 를 들어, 어떤 에이 트가 특정 서비스 디스크립션

을 DF에게 요청하는 경우, 에이 트 랫폼의 로컬에 

치한 DF는 자신의 Knowledge Base에서 요청된 서비스 

디스크립션을 검색한다. 만약 로컬 DF에 해당 디스크립

션이 없는 경우, DF는 자신과 연결된 다른 에이 트 

랫폼 상의 DF에게 질의를 하고, 해당 디스크립션을 찾으

면, 이 정보를 요청한 에이 트에게 돌려 다. 그러나 수

많은 DF가 Federation 하고 있는 환경에서 특정 디스크

립션의 검색을 해 수많은 Federation된 DF를 검색한다

는 것은 속도나 효율성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그림 4에서와 같이 Max-depth 속성을 주어 다른 

Federation된 DF로 검색 연산이 넘어가는 경우 

Max-depth값을 1 감소시키는 연산과정을 수행한다. 

한 Max-depth값이 0이 되면 더 이상 Federation된 다른 

DF로 검색 연산이 넘어가지 않고 종료된다. 

그림 4. DF의 Federation 메커니즘
Fig. 4. Federation mechanism in DF

멀티 에이 트 시스템의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DF의 

존재에 한 필요성은 없으며, DF가 없더라도 멀티 에이

트 시스템 상에서의 에이 트들 사이의 통신은 가능하

다. 그러나 DF가 없는 경우 멀티 에이 트 시스템상의 

에이 트들 사이에서 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고 서비

스 기반의 통신을 수행하기 하여, 각 에이 트들은 통

신을 원하는 타겟 에이 트의 주소, 그리고 이 에이 트

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하여 사 에 알고 있어야 한

다. 실 으로 사용자 에이 트의 입장에서 이러한 여

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에이 트에 한 정

보를 모두 알고 있기란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 에이 트

와 서비스 제공 에이 트 사이의 개자로서 DF가 필요

하다. 이러한 서비스 장소로서의 DF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 트는 자신의 서비스에 하여 고를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고, 사용자 에이 트는 다양한 서비

스에 하여 검색을 하고, 한 서비스를 선택  이용

할 수 있게 된다는 에서 DF를 설계한다.

Ⅳ. 시스템 구현

1. 시스템 아키텍쳐

그림 5. CALM과 DF의 시스템 구성도
Fig. 5. System Architecture of CALM & 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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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제안한 DF　에이 트 서비스 디스커버리 

랫폼의 로토타입은 통합된 GUI 환경과 각각의 에

이 트 모듈로써 설계하며, 이는 하나의 서비스는 하나

의 에이 트와 매칭 되어 DF 에이 트 내 컴포 트로 

구성한다.

로토콜은 내부 으로 각 로토콜은 미리 알려진 IP

와 포트를 가지므로 사용자나 에이 트가 서비스의 상태

를 감지할 수 있다. 앞에서 언 한 것처럼, CALM 에이

트 랫폼 내에서 DF의  다른 역할로 서비스 장소 

외에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한 기능을 담당하며. 각 컴

포 트들은 기능은 다음과 같다. 

ACL Processor: DF에 서비스 디스크립션을 등록 하

기 해서 FIPA-ACL 메시지를 싱, 컨버 하는모

듈이다.

DF Function: 에이 트 시스템의 서비스 장소로써 

서비스 디스크립션에 련한 작업을 수행한다. 서비

스 디스크립션의 등록, 등록해제, 수정, 검색 기능을 

포함하고, 이 기능을 통해서 DF의 DB에 서비스 디스

크립션이 장된다.

XML Processor: ACL 메시지에서 Content 메시지부

분을 추출하여 서비스 디스크립션을 타입과 소유자 

정보 등을 분류하고, 마셜링, 언마셜링 기능으로써 

DF에 등록하게 될 서비스에 한 명세를 나타내는 

모듈이다.

Description Database: 서비스 디스크립션이 실제 

장되어질 공간으로, 이는 DBMS와 Connection pool

을 통해서 DF Function 모듈에 따라 리한다. 

Context Manager: 사용자 에이 트로부터 받은 각기 

다른 컨텍스트를 필터링, 추론하는 역할을 한다.

Service Matching: Context Manager에 의해 제공되

는 컨텍스트를 처리하는 모듈이다. 서비스의 등록이

나 검색 요청을 받았을 때, Policy Manager와 

Category Classifier에 의해 생성된 정보를 통해서 

Service Matchmaker는 DF에 근한다.

Publish/Subscribe: 기존의 서비스 장소 이외에 

장된 서비스를 Publish하기 한 모듈과 사용자의 

Subscription 메시지를 처리하기 한 모듈, 원격 요

청/응답에 한 모듈로 구성된다.

Location-based Discovery: 동 으로 이동하는 서비

스들의 치를 Context Broker Agent와 통신함으로

써 서비스 치 정보를 리하며, 이기종 에이 트 

랫폼간의 서비스 공유  데이터 일 성을 유지하

기 하여 XML 기반의 서비스를 장한다. 

Web Interface: 사용자 는 클라이언트가 인터넷 상

에서 에이 트 시스템의 서비스에 해 검색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모듈이다.

2. SDT 

본 논문에서는 DF와 서비스 에이 트/DF와 DF/ 멀

티 에이 트 랫폼과의 통신을 하여 FIPA 에이 트 

통신의 표  권고 사항인 FIPA-ACL 메시지를 사용하도

록 한다. 이는 각기 다른 이기종 랫폼간의 에이 트들

의 통신이 가능토록 서비스 디스크립터 변환기 (SDT: 

Service Descriptor Transfer)의 기능이 필수 으로 요구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에이 트 엔티티 간의 상

호운 성 제공토록 그림 6에서와 같이 서비스 디스크립

션 변환기를 구 하 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XML

과 SL 그리고 ACL 등과 같은 서로 다른 에이 트의 디

스크립션을 하나의 통일된 서비스 디스크립션으로 이용

함으로서, 이기종 간의 상호운 성을 높이기 방법으로 

이용된다. 특히 이기종 서비스 에이 트 간에는 서비스 

리스트를 제공하고, DF 상호 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방법으로서 사용된다. 사용자는 이 SDT의 기능을 이용하

여 에이 트 내부 으로 수락하기 에는 inform-result 

메시지를 이용한다. 한 자동으로 DF에 장하는 자신

의 모든 컨텐츠 (서비스)에 한 디스크립션을 요청 에이

트에게 자동으로 달해 주는 기능을 가진다. 한 

요청 에이 트는 서비스 제공 에이 트로부터 계속 메시

지와 함께 통신하고 있다가, 서비스 제공 에이 트로부터 

취소 메시지가 송 되면 통신이 단된다. 

그림 6. 서비스 디스크립션 변환기
Fig. 6. Service Description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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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HT (Distributed Hash Tables)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여러 DHT  

 Chord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고유한 서비스의 key들

을 서비스 리스트에 분산하여 장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한다.  그림 7은 Chord에서 각 key와 노드 사이의 

매칭을 보여 다. 

그림 7. Chord에서 노드와 key 매칭 
Fig. 7. Node &  key matching in Chord

이 같은 매칭을 통하여 노드가 가지는 서비스에 한  

정보를 수용하도록 한다. 이는 원격지 간의 DF 간의 

업 과정을 통하여 서비스에 한 상호운 성을 보장하고 

이기종간의  확장성과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CALM 에이 트 랫폼의 DF 

내에는 Chord 서비스 디스커버리 통하여 단순한 키워드 

매칭이나, 서비스에 한 이름의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 메타 정보에 해당하는 AID, 서

비스 명칭, 서비스 주소, 소유자, 온톨로지 구성, 언어형

식, 로토콜 등 서비스에 한 메타 정보들의 집합으로

써 DF를  통한 서비스에 한 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그림 8은 웹 기반의 DF에 장된 서비스 리스트이며, 서

비스 리스트에 한 검색 기능과 등록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8. DF의 서비스 register/search 리스트
Fig. 8. Service register/search list in DF

그림 9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기종의 서비스 디스커

버리를 해 Open 소스 기반으로 수정된 로그램이다. 

그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GUI로서 제공하며,  자바 

로그래  언어로 작성되었다. 그림 9에서는 분산된 서비

스를 가진 8개의 노드가 표시되었으며, 각 노드 해당하는 

서비스에 한 리스트를 DF 에이 트에게 송한다. 이

를 통해 서비스의 리스트와 에이 트 간의 상호운 성 측

면에서의 확장성과 서비스에 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그림 9. Chord의 서비스 디스커버리
Fig. 9. Service discovery in Chord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ALM 에이 트 랫폼 내 DF의 기능

을 확장하여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가능하도록 Chord 알

고리즘을 이용한 서비스 디스커버리 로토콜을 설계  

구 하 다. DHT-Chord 알고리즘과 SDT의 구 을  

DF의 서비스 디스커버리 로토콜에 용함으로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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