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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서비스는 XML기반의 표준인 SOAP, WSDL, UDDI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기능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의 대표적 기술이다. 웹서비스의 개수가 많아지고 종류가 다양해 짐에 따라, 요청자의 요구사항에 맞

는 웹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웹서비스의 선택 시 QoS(Quality of Service)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웹서비스의 QoS는 동적으로 변하고, 이로 인해 요청자의 QoS요구사항에 만족하지 않는 웹서

비스가 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요청자의 QoS요구사항에 적합한 웹서비스를 찾고, 웹서비스의 QoS변화로 인

하여 웹서비스를 동적으로 변경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그리고 웹서비스를 동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각 웹서비스의 인터페이스 적응 및 기존 작업의 보장에 대한 해결방법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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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웹서비스는 서비스들이 플랫폼에 종속 받지 않고 네트워크

를 통한 상호 작용을 하도록 설계된 서비스기반 아키텍처

(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의 대표적 기술이

다. XML기반의 표준인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를 사용하여 동적인 연동을 통한 분산 서비스를 지

원한다[1][2][3]. 웹서비스 제공자(Provider)들은 서비스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웹서비스를 조합

하여 프로세스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웹서비스 요청자(Requester)의 QoS

(Quality of Service)요구사항은 웹서비스 선택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3][4]. 웹서비스의 QoS는 동적으로 변

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웹서비스의 사용 중에 서비스 요청자

의 QoS요구사항에 만족하지 않는 웹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

웹서비스의 선택 시 QoS를 중요기준으로 하는 연구는 진행되

었으나, 웹서비스를 선택한 후 QoS의 동적 변화로 인한 요청

자의 QoS요구사항에 만족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동적으로 변

경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5].

본 논문에서 요청자의 QoS요구사항에 적합한 웹서비스를

찾고, 웹서비스의 QoS변경에 대하여, 웹서비스를 동적으로

변경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또한, 웹서비스를 동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각 웹서비스의 인터페이스 적응 및 사용 중인

웹서비스의 변경으로 인한 작업의 보장에 대한 해결방법도 함

께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동적 QoS 지원

프레임워크를 알아보고, 3장에서는 동적 웹서비스 변경에 대

한 예를 보이고 4장에서 결론 및 향후 과제를 맺는다.

Ⅱ. 동적 QoS 지원 프레임워크

2.1. QoS 지원 프레임워크

본 논문이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크게 UDDI QoS

Broker, QoS Server, QoS Agent로 구성된다 (그림1)(그

림2).

그림 1. 동적 QoS 지원프레임워크

제안된 QoS 지원 프레임워크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초점

을 맞추었다.

∙ 웹서비스의 동적 QoS변경으로 사용 중인 웹서비스가

요청자의 QoS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면 웹서비스를

동적으로 변경한다.

∙ 웹서비스의 동적 변경 시 수행 중이던 작업을 보장한다.

그림 2. QoS 지원프레임워크구성

2.1.1. UDDI QoS Broker

UDDI QoS Broker는 Service Finder와 Service

Adapter로 구성된다 (그림2). Service Finder는 UDDI를

탐색하여 웹서비스의 리스트를 찾고, QoS Server를 통하여

리스트내의 웹서비스들 중 요청자의 QoS요구사항에 가장 근

접한 웹서비스를 찾는다. 또한, 리스트내의 웹서비스 중 QoS

Server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웹서비스가 있으면, QoS

Agent에게 QoS Servier로 등록되지 않은 웹서비스들의

QoS등록을 요청한다. Service Adapter는 웹서비스의 동적

QoS변경으로 인해 사용 중인 웹서비스가 요청자의 QoS요구



QoS 기반 웹서비스 동적 교환 지원 프레임워크 107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웹서비스를 변경한다. 웹서비스를

동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후보 웹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는 현

재 사용 중인 웹서비스의 인터페이스에 적응시킨다.

2.1.2. QoS Server

제공자가 제공하는 웹서비스의 QoS를 QoS DB에 저장한

다. UDDI QoS Broker로부터 웹서비스의 리스트를 받고,

리스트 내에 있는 웹서비스의 QoS 항목들과 요청자의 QoS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랭킹리스트를 만들어 UDDI QoS

Broker에게 전달한다.

2.1.3. QoS Agent

QoS Agent는 UDDI QoS Broker로부터 QoS등록 요청

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서비스제공자들로부터 받은 웹서비스

의 QoS를 QoS Server에 등록한다.

그리고 웹서비스의 QoS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UDDI

QoS Broker에게 알려준다.

아래 그림3은 프레임워크내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interaction)을 UML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으

로, 요청자가 UDDI QoS Broker를 통하여 원하는 웹서비스

를 찾고, QoS의 변화로 인하여 웹서비스가 변경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3. 프레임워크의실행순서

2.2. 동적 웹서비스 변경 시 고려사항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QoS 지원 프레임워크에서 웹서비스

를동적으로변경하는경우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해야한다.

∙ 기존 웹서비스와 후보 웹서비스간의 인터페이스 적응

- 웹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정의한 메서드를 통하여

사용 가능하다. 요청자는 기존 웹서비스의 인터페이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정보들을 후보 웹서비스의 인

터페이스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요청

자는 최소한의 입력으로 후보 웹서비스의 인터페이스

를 요청자의 인터페이스에 적응할 수 있다.

∙ 사용 중인 웹서비스의 작업 보장

- 새로운 웹서비스로 변경 시 기존 웹서비스를 통해 어

떤 작업이 수행 중 일 경우, 새로운 웹서비스로 변경

되어도 수행하던 작업을 연결시켜 진행 할 수 있어야

한다.

2.2.1. 웹서비스간의 인터페이스 적응

요청자와 제공자들 간의 서비스의 요청과 제공은 WSDL을

이용한다. 웹서비스의 메서드에 대한 정보는 요청자와 제공자

가 이용하는 WSDL을 통하여 알 수 있다 [6][7] (그림4).

그림 4. 웹서비스의 WSDL문서

요청자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정보와 후보 웹서비스로

부터 추출한 인터페이스를 대조하여 사용 중인 웹서비스의 인

터페이스 정보들 중에서 후보 웹서비스의 인터페이스에 사용

가능한 파라미터들을 찾는다. 파라미터간의 매칭은 다음과 같

은 순서로 한다. 단, 메서드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의 이름이

파라미터가 받는 정보와 관계없는 숫자나 단어로 이루어진 경

우를 제외한다.

① 후보 웹서비스의 WSDL내의 메서드와 파라미터 추출

② 후보 웹서비스의 메서드 파라미터 순서를 기준으로 요청

자가 소유한 파라미터들과 이름의 유사성 매칭

③ 후보 웹서비스의 메서드 파라미터 순서를 기준으로 요청

자가 소유한 파라미터들과 데이터타입 매칭

④ 후보 웹서비스의 메서드에 매칭된 파리미터 적용

메서드 정보의 이름에 대한 유사성 매칭은 다음의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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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설명한다. 도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웹서비스가

있으면, 이 두 웹서비스는 각각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이

메서드들은 모두 도서검색을 위한 메서드이므로 각 메서드의

정보는 책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ISBN등의 정보를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라는 정보를 받는 파라미터의

이름으로 쓰인 단어는 ‘이름’, ‘name’같은 단어를 쓰거나 같은

의미지만 다른 형태를 띠는 단어 혹은 유사단어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단어를 전거사전(Authority File)을 통하여 단어

의 유사성을 체크한다. 전거사전은 대표 단어와 전거 단어가

매핑 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된다 [8]. 예를 들면 ‘차’라는 단

어가 있다면 ‘승용차’, ‘자가용’등의 단어들과 매핑 시켜서 모

두 차라는 동일한 의미를 부여한다.

단어들의 유사성 체크가 끝나면 매칭된 단어들이 사용된

파라미터들의 데이터 타입을 매칭한다. 데이터 타입에 대한

매칭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언어의 데이터타입 변

환방식을 사용한다. 데이터타입의 변환은 후보 웹서비스의 메

서드 정보를 기준으로 변환한다. 예를 들어 사용 중인 메서드

의 파라미터 타입이 integer이고, 후보 메서드의 파라미터 타

입이 float라면 두 파라미터를 매칭을 하면 후보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integer타입은 float타입으로 변환한다.

인터페이스 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3장에서 보인다.

2.2.2. 기존 작업의 보장

수행중인 작업의 보장을 위해 작업의 진행정도나 위치, 작

업이 수행중인 데이터를 기록한다. 작업의 기록은 웹서비스의

동적 변경 시 Service Adapter의 Context File에 <범위,

진행위치, 데이터>형식으로 저장된다. 작업 중 웹서비스의 변

경이 일어나면, Service Adapter는 Context File에 작업의

진행위치를 기록하고, 데이터는 필요한 경우 저장한다. 웹서

비스 변경 후 Context File을 확인하여 변경된 웹서비스에

적용한다. 웹서비스의 적용 방법은 기존 작업을 수행하던 데

이터의 진행위치를 웹서비스 변경 후 수행하는 작업범위의 시

작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유형의 작업에 다 적용

되는 것은 아니다.

[9]에서는 웹서비스의 적용분야로 데이터 통합, 종합, 분

석 서비스 제공 분야와 정보 제공 서비스 분야, 집중화 서비

스 제공 분야, 어플리케이션의 통합과 확장, 피어(Peer) 및

푸시(Push) 기반 시스템의 예를 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웹서비스의 서비스 제공형태를 기

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 정보를 제공받는 작업

∙ 데이터 통합, 종합, 분석 등의 데이터 가공 작업

∙ 피어 및 푸시기반 작업

정보제공 작업의 일반적인 형태는 환율정보, 교통정보, 날

씨정보 등과 같이, 제공자로부터 단순히 정보를 제공 받는 것

이다. 이러한 정보는 동적 변경으로 인해 제공자가 바뀌어도

정보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Context File을 통한 작업 보장이

가능하다.

데이터 가공 작업의 일반적인 형태는 문서번역, 호텔이나

극장 등의 예약, 인터넷결제 등과 같이, 제공자가 요청자로부

터 데이터를 받아서 가공하여 요청자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제

공자에게 저장하는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데이터의

위치가 작업의 보장을 결정한다. 즉, 데이터가 요청자에게 위

치할 경우는 작업의 보장을 받지만, 제공자에게 위치하는 경

우는 작업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의 예

로 번역서비스와 예약서비스가 있다.

번역서비스의 경우는 제공자가 요청자로부터 번역할 문서

를 받아서 번역을 하고, 요청자에게 다시 전달한다. 이 번역

서비스는 앞에서 말한 데이터가 요청자에게 위치하는 경우에

속한다. 이때, 동적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번역할 문서는

Service Adapter를 통하여 진행 위치와 가공 중인 문서를

Context File에 저장하고 동적 변경 후 문서를 마지막으로

번역했던 위치에서 다시 번역하게 된다.

예약서비스의 경우는 제공자는 요청자로부터 예약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받고, 그 데이터를 제공자의 시스템에 저장한

다. 이것은 데이터가 제공자에게 위치하는 경우에 속한다. 이

때, 동적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예약에 관한 데이터를 저장

해야할 제공자의 시스템이 바뀌게 된다. 호텔예약을 예로 들

면, 요청자는 A호텔을 예약하였지만 동적 변경이 일어나 B호

텔에 예약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작업의 보장으로 인해

요청자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

피어 및 푸시기반 작업은 P2P기반의 파일 공유나 인터넷

방송 등과 같이 제공자를 통하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시스

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는 피어기반 작업과, 소프트웨어

의 업데이트나 실시간 뉴스 등과 같이 제공자가 요청자에게

단순히 정보를 보내거나 데이터를 보내어 요청자쪽에서 프로

세싱 하는 푸시기반 작업을 말한다.

피어기반 작업을 파일공유의 예로 들면, 요청자는 제공자

를 통하여 찾고자 하는 파일을 검색하고, 검색한 파일을 요청

하면 제공자는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을 요청

자에게 연결시켜 준다. 이러한 경우, 동적 변경이 일어나도

시스템을 연결시켜준 제공자는 변경되지만, 데이터를 제공하

는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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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연속적인 데이터 제공을

받는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들과의 연결이 모두끊어진

다면, Context File에 받고 있던 파일의 받은 부분을 기록하

고, 파일을 저장한다. 시스템과 다시 연결이 되면 받았던 부

분부터 다시 받는다.

푸시기반 작업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예로 들면, 요청

자는 데이터를 제공자로부터 받아서 요청자 쪽에서 프로세싱

한다. 제공자로부터 데이터를 모두 받았다면, 이 경우는 동적

변경이 일어나 제공자가 변경되어도 이미 받은 데이터를 요청

자의 시스템에 프로세싱 하면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

지만, 제공자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있던 경우는 Context

File에 변경 전까지 받은 파일의 부분과 프로세싱 한 데이터

를 저장한다. 동일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공자와 연결되면,

마지막 받은 부분부터 다시 받는다.

Ⅲ. 동적 웹서비스 변경에 대한 사용

시나리오

본 장에서는 인터넷 도서검색 서비스의 예제를 통해 제안

된 프레임워크의실행 과정 중 동적 웹서비스 변경에 대한 메

서드 적응부분의 예를 나타낸다. 인터넷 도서검색 서비스는

검색 키워드와 저자이름, 출판년도, ISBN을 사용자로부터

받아서 연동된 웹서비스로부터 도서를 검색하여 결과를 사용

자에게 알려준다. 여기서 인터넷 도서검색 서비스는 요청자가

된다.

다음 시나리오는 UDDI QoS Broker가 요청자의 요구를

받아서 UDDI및 QoS Server를 통하여 웹서비스를 선택 후

사용 중이고, QoS의 동적 변경으로 인해 웹서비스를 변경하

게 된 경우, 웹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적응하는 과정이다.

그림 5. QoS Server로부터받은랭킹리스트

① 요청자의 UDDI QoS Broker는 도서검색 중에 연동된

웹서비스의 QoS가 변경되면, QoS Server로부터 랭킹

리스트를 다시 받아서 연동된 웹서비스의 순위를 확인하

고 순위변화를 확인한다 (그림5).

그림 6. WSDL의파라미터추출

② 순위변화가 없으면 연동된 웹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순위변화가 있으면 후보 웹서비스로 교체한다. 후보 웹

서비스로 교체 시 UDDI QoS Broker는 연동된 웹서비

스와 후보 웹서비스의 WSDL로부터 메서드의 정보를 추

출한다 (그림6).

그림 7. 메서드매칭후의후보웹서비스의메서드

③ 두 웹서비스의 메서드를 적응 한다. 적응순서는 각 파라

미터의 이름에 대한 유사성을 매칭하고, 매칭 한 파라미

터의 데이터 타입을 매칭 한다 (그림7). 앞의 과정에서

후보 웹서비스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메서드의 파라

미터가 충분하지 않다면, 요청자에게 입력을 요청한다.

위의 적용 시나리오를 통하여, 후보 웹서비스의 인터페이

스를 요청자의 인터페이스와 적응하는 과정을 보였다.

Ⅳ.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UDDI와 웹서비스의 QoS를 적용하여 요청

자가 요구하는 웹서비스를 찾고, 동적으로 변하는 웹서비스의

QoS로 인한 요청자의 QoS요구사항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

웹서비스를 새로운 웹서비스로 변경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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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동적인 웹서비스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웹

서비스간의 인터페이스 적응과, 사용 중인 웹서비스의 작업

보장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서, 동적 웹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메서드의 파

라미터 적응 시 파라미터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의 유사성

매칭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온톨로지 기반의 의미적 분

석을 통한 전거사전의 구현이 필요하다. 그리고 웹서비스 변

경 시 작업보장에 대하여, 작업을 구체적으로 변경하고

Context File을 세부적으로 정의하며 구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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