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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웹 서비스 분야는 기업내외의 효율 인 통합 환경을 제공해 주면서 웹 서비스의 도입을 원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한 웹 서비스

가 발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웹 서비스로 인해 국내 기업 환경  e-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유사한 기능을 제공

하는 웹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의 요구에 가장 합한 서비스를 찾는 방법이 더욱 요시 되고 있다. 많은 유사한 웹 서비스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서비스 사용자는 일반 으로 웹 서비스의 품질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웹 서비스의 고 QoS 정보는 항상 신뢰성이 있지는 않다는 문제 이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 해 

부정확한 QoS 정보를 게시하거나, 게시된 QoS 정보가 오래 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재의 사용자들이 웹 서비스로부터 받는 QoS를 평가하

고 이러한 평가를 공유하는 개자의 존재는 새로운 사용자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최 의 품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찾도록 도와주는 에이 트 기반 품질 로커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동 으로 웹 서비스를 선정하는 아키텍처를 사용자에 제공함으로서 사용자의 품질 요구 변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품질 로커 서버에 연결된 UDDI 라우 를 통해 최 의 품질 척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다. 한 각 서비스의 품질 

척도 값 결정에는 사용자 개입이 최 한 배제된다. 기존 선정 아키텍처에서는 사용자의 주  서비스 등  선정으로 객  평가가 어려웠으

나, 에이 트가 사용자 치에서 모니터링 한 바인딩 정보를 통한 품질 척도 값 결정으로 객 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제공자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의 QoS 정보를 사용자측 에이 트들의 피드백으로 인한 QoS 정보 공유로 해결하고자 한다.

키워드 : 웹 서비스, 품질 로커, 품질 모니터링, 품질 측정, 이동 에이 트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Quality Broker Architecture to Web Service 

Selection based on Autonomic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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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web service area provides the efficient integrated environment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of corporation and enterprise that 

wants the introduction of it is increasing. Also the web service develops and the new business model appears, the domestic enterprise environment 

and e-business environment are changing caused by web service. The web service which provides the similar function increases, most the method 

which searches the suitable service in demand of the user is more considered seriously. When it needs to choose one among the similar web 

services, service consumer generally needs quality information of web service.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 advertised QoS information of a web service is not always trustworthy. A service provider may publish 

inaccurate QoS information to attract more customers, or the published QoS information may be out of date. Allowing current customers to 

rate the QoS they receive from a web service, and making these ratings public, can provide new customers with valuable information on how 

to rank services.

This paper suggests the agent-based quality broker architecture which helps to find a service providing the optimum quality that the consumer 

needs in a position of service consumer. It is able to solve problem which modify quality requirements of the consumer from providing the 

architecture it selects a web service to consumer dynamically. Namely, the consumer is able to search the service which provides the optimal 

quality criteria through UDDI browser which is connected in quality broker server. To quality criteria value decision of each service the user 

intervention is excluded the maximum. In the existing selection architecture, the objective evaluation was difficult in subjective class of service 

selecting of the consumer. But the proposal architecture is able to secure an objectivity with the quality criteria value decision where the agent 

monitors binding information in consumer location. Namely, it solves QoS information of service which provider does not provide with QoS 

information sharing which is caused by with feedback of consumer side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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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T 분야의 최  화두가 되고 있는 웹 서비스는 

기업내외의 효율 인 통합 환경을 제공해 주면서 웹 서

비스의 도입을 원하거나, 도입 인 업체가 증가하고 있

다. 한 웹 서비스가 발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 등장하고, 웹 서비스로 인해 국내 기업 환경  e-비

즈니스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웹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 들 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에서 

이 되고 있는 요인은 웹 서비스 선정 문제이다. 재 

서비스 사용자들은 기능  요구를 만족하는 웹 서비스를 

찾기 해 UDDI 지스트리를 수작업으로 검색한다. 만

약 합한 서비스가 발견된다면, QoS 정보는 UDDI 지

스트리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정보를 

얻기 해 서비스 제공자들에 속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러한 서비스들로부터 기능성과 QoS 요구에 가장 일치

하는 하나를 수작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

용자가 실행 시간에 그들의 요구를 만족하는 서비스를 

발견하도록 하기 해서는 서비스 발견 로세스는 자동

화 되어야 한다[1].

웹 서비스가 리 보 될수록 웹 서비스의 서비스 품

질이 특정 웹 서비스의 효용성과 인기도에 직 인 

향을 주기 때문에 차별화 포인트로서 더욱 요해 지고 

있다. 비즈니스 로직을 웹 서비스 형태로 공개하는 것 자

체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나, 웹 서비스가 잠재 인 

고객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하는 부분이 어려운 일이다. 많은 유사한 웹 서비스들 가

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서비스 사용자는 일반 으

로 웹 서비스의 품질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비록 

UDDI가 서비스 품질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

니지만, UDDI 지스트리들은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편

의를 제공하기 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포함하려 하는 

추세이다. 한, 애 리 이션이 다양한 웹 서비스들로 

조립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사용자들이 웹상에서 복잡한 

질의들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시간 낭비와 어

려운 로세스는 무시하더라도, 사용자는 더 나은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잃기 쉽다[2]. 따라서 웹 서비스 선정 문

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서비스 사용자들 간에 품질 속

성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공유된 품질 속

성들을 사용하여, 서비스 사용자들은 필요한 서비스 구

들의 품질 평 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사용자들을 신하여 최 의 품

질을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선정하는 에이 트 기반 품

질 로커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품질 로커 아키텍처에

서는 WSLA 는 WS-Policy 명세와 같은 복잡한 모델 

신 WSDL과 UDDI와 같은 웹 서비스 표  기술을 사

용하는 기본 웹 서비스 로토콜을 이용해서도 사용자의 

QoS 요구를 만족하기 한 동  웹 서비스 발견이 실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 품질 로커 아키텍처

에서는 서비스 성능에 한 품질 데이터를 동 으로 확

보하기 한 과정을 소개한다. 모니터링 에이 트는 사용

자 측에서 원격 생성되어 서비스 바인딩시 발생하는 정

보들을 수집하여 품질 로커에 달한다. 품질 로커는 

달된 바인딩 정보를 장하고 사용자로부터 QoS 요구

가 있을 시에 바인딩 정보를 측정하여 각 서비스의 품질 

척도 값을 알려  책임이 있다. 

재의 UDDI 지스트리는 사용자의 기능  요구를 

만족하는 웹 서비스를 찾기 해 오직 키워드 기반 검색

을 제공한다. 한 선정 로세스는 형 으로 설계 시

간에 이루어지고 웹 서비스 선택은 정 이고 실행 시간 

동안 변경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동 으로 웹 서비스를 선정하는 아키텍

처를 사용자에 제공함으로서 실행 시간에 최 의 서비스

를 발견하는 로세스를 제안한다. 즉 사용자는 품질 로

커 서버에 연결된 UDDI 라우 를 통해 최 의 품질 척

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다. 한 각 서비스

의 품질 척도 값 결정에는 사용자 개입이 최 한 배제된

다. 기존 선정 아키텍처[3]에서는 사용자의 주  서비스 

등  선정으로 객  평가가 어려웠으나, 에이 트가 사

용자 치에서 모니터링 한 바인딩 정보를 통한 품질 척도 

값 결정으로 객 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제공자들이 제

공하지 못하는 서비스의 QoS 정보를 사용자측 에이 트

들의 피드백으로 인한 QoS 정보 공유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고 QoS 정보가 없는 서비스 선정 로세스

의 주요 문제는 기아 상태(starvation)이다. 고 QoS 정

보가 없는 상황에서 아직 QoS 정보가 없는 신규 서비스

나 기 선정 당시에 낮은 성능을 제공한 서비스의 경우 

설사 높은 성능을 제공하더라도 선정 순 에서 계속 으

로 낮은 순 를 받게 된다. 따라서 낮은 순 를 배정받은 

서비스들은 무한히 선정되지 못하는 기아 상태가 발생한

다. 낮은 순 의 서비스들이 무한하게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에 한 해결은 이동 에이 트의 기능 확 에 있다. 

이동 에이 트의 성능 모니터링을 선정된 서비스 외의 

등록된 서비스들로 확 함으로서 결과 으로 순 가 증

가하게 되어 선정 가능성을 높인다. 

본 논문에서 최 의 웹 서비스를 자율 으로 선정하는 

선정 알고리즘과 품질 로커를 설계  구 하기 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선정을 수행하는 품질 로커의 아키텍

처와 설계 명세를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에이 트 기

반 품질 로커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UML 다

이어그램을 통해 서비스 사용자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

의한다. 시스템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기 해 

유스 이스, 클래스 다이어그램 등과 같은 여러 타입의 

분석 단계의 모델들이 생성된다. 한 설계 단계에서는 

품질 로커 시스템의 각 기능별 모델링을 통해 서비스 

선정 로세스의 일련의 과정에 해서 모델링 한다.

둘째, 서비스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양의 품질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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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오기 해 이동 에이 트를 사용한다. 이동 에이

트는 네트워크가 끊길 험 없이 각 서비스 사용자에게

서 성능 정보를 얻어 처리한 다음 자신을 보낸 로커 

서버로 되돌아온다. 이동 에이 트를 사용하면 원격 메소

드 호출과 같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효율과 신뢰성을 동

시에 높일 수 있다.

셋째, 사용자 치에서 웹 서비스의 사용자가 인식하

는 웹 서비스의 성능을 악하는데 을 맞춘다. 웹 서

비스의 성능 측정은 크게 사용자 치와 제공자 치에

서의 성능 측정으로 나 어진다. 사용자 치에서의 성능 

측정은 사용자 지 에서 웹 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며, 제공 받은 웹 서비스에 해 사용자가 인식하는 

성능을 반 한다. 제공자 치에서의 성능 측정은 웹 서

비스 제공자 내부에서 웹 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로

서 웹 서비스 선정 아키텍처에 한 이론  배경을 소개하

고, 3장에서는 서비스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체 품질 로커 시스템 아키텍처에 한 분석과 설계 과정

을 통해 세부 기능별로 각 구성 모듈의 역할  수행 과정

을 UML 다이어그램을 사용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기존 

웹 서비스 선정 아키텍처 연구와의 비교 평가를 기술한다.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방향에 해 기술한다.

2. 련 연구

본 장에서는 웹 서비스 선정 아키텍처에 한 기존 연

구들에 하여 소개한다.

2.1 웹 서비스 선정 아키텍처

웹 서비스 선정 아키텍처에 한 연구는 여 히 기 

연구에 머물러 있으나, 그 필요성  요성은 매우 커지

고 있다. 재 많은 연구 활동들이 사용자의 요구에 가장 

만족하는 서비스들을 찾기 해 서비스 발견 로세스에 

QoS 정보를 고려하는 방법에 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

한 연구들 에 일부는 QoS 정보를 지원하기 해 UDDI 

지스트리[4][5]를 확장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6][7].

A. Shaikhali[7]의 연구에서 UDDIe 로젝트는 QoS 

정보와 같은 서비스와 연 된 사용자 정의 속성들을 기

록하고 이러한 속성들에 기반해 서비스 발견을 하기 

해 블루 페이지(blue page)를 추가함으로서 재의 

UDDI 지스트리를 확장한다. S. Ran[6]의 연구에서는 

UDDIe와 유사하게 UDDI 모델에 QoS 증명자(Certifier)

로 불리는 새로운 역할을 추가함으로서 웹 서비스 발견

을 한 확장된 모델을 제안하 다. 증명자는 서비스 등

록 이 에 웹 서비스의 고 QoS를 검증한다. 사용자도 

웹 서비스 바인딩 이 에 증명자를 사용해 고 QoS를 

검증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등록 단

계에서 유효하지 않은 QoS 요구를 게시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이 서비스 제공자와 만족하는 거

래를 보장하도록 QoS 요구를 검증하도록 도와 다. 그러

나 이 모델은 선정 알고리즘을 제공하지 않으며, 서비스 

발견 로세스에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 하지 않는다. 

의 Shaikhali와 Ran의 연구 모두 서비스 검색과 선정은 

여 히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만약 검색된 수천 개

의 서비스 에 합한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연구 로젝트는 QoS 정보를 다루기 해 클라

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QoS 로커들을 추가

하 다[8]. P. Farkas[8]의 연구에서는 UDDI에 QoS 

aware 서비스를 발견하기 한 QoS 로커를 추가함으

로서 QoS-enabled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 트웨어 아

키텍처를 제안하 다. QoS 로커는 처음에 클라이언트

의 기능  요구에 기반하여 UDDI에서 서비스 발견과 선

정을 수행한다. 그다음 QoS 정보를 얻기 해 선택된 서

버에 속하고 클라이언트의 QoS 요구에 따라 최종 결

정을 한다. 그러나 어떻게 설계되었고 제공 기능과 같은 

QoS 로커에 한 상세한 정보는 없다.

 다른 연구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들 사

이에 서비스 선정을 수행하는 에이 트 서버를 추가하

다[1]. E.M. Maximilien[1]의 연구에서는 동  웹 서비스 

선정을 한 에이 트 임워크와 온톨로지를 제안하

다. 서비스 기반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들은 동 으

로 에이 트에 의해 구성된다.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

이 서비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서비스마다 에이

트들을 생성한다. 서비스들에 한 QoS 데이터는 에이

트들로부터 수집되며, 에이 시를 통해 에이 트들 사이

에 공유된다. 이러한 에이 트 기반 임워크는 Web 

Services Agent Framework(WSAF)로 구 되며, 가장 

일반 인 품질 개념들을 정의한 QoS 온톨로지가 정의되

었다. 비록 의 연구들이 QoS를 사용한 서비스 발견의 

일부 형태를 기술하나, 어떠한 연구도 사용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을 고려하지 않았다. 서비스 발견과 선정의 결과는 

오직 고된 QoS에 기반을 두나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

다. 단 Ran에 의해 제안된 모델에서는 Certifier에 의해 

고된 QoS가 검증된다.

마지막으로 Z. Xu[3]의 연구에서는 에이 트가 서비스의 

기능, QoS, 평  수에 기반하여 서비스 선정을 수행하는 

서비스 발견 모델을 제안하 다. Z. Xu의 연구에서는 UDDI 

지스트리는 QoS 정보를 사용하도록 개선되었으며, 통

 웹 서비스 게시와 발견 모델에 발견 에이 트(discovery 

agent)와 평  리자(reputation manager)를 추가하 다. 

발견 에이 트는 사용자의 기능 , QoS, 평  요구를 만족

하는 서비스를 찾기 해 서비스 사용자, UDDI 지스트리

와 평  리자 사이에서 개자로서 행동한다. 평  리

자는 사용자들로부터 서비스 등 을 수집하고 처리한다. 그

리고 발견 에이 트에 의해 요청될 때 서비스 평  수를 

제공한다. 그러나 Z. Xu의 연구에서는  UDDI 지스트리

에서 제공하지 않는 고 QoS 정보 제공을 가정하 으며, 

사용자가 평  리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등 은 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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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제공자는 UDDI 지스트리에 서비스를 공개한다.

2.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은 품질 로커에 요청을 보내면서 요구

되는 서비스 타입에 한 정보와 요구되는 서비스 품질에 한 

정보를 함께 보낸다.

3. 품질 로커는 가능성이 있는 웹 서비스를 찾기 해 UDDI 지

스트리를 검색한다.

4. UDDI 지스트리는 품질 로커에 서비스들의 리스트를 제공한

다.

5. 품질 로커는 서비스들의 품질 정보와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

의 품질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가장 합한 서비스를 선정한다.

6. 품질 로커는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에 최 의 서비스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7. 품질 로커는 이동 에이 트 객체를 원격으로 생성하고, QoS 정

보의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메시지를 에이 트 객체에 보낸다.

8.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은 서비스를 호출한다.

9. 이동 에이 트는 서비스의 사용동안 QoS 정보를 모니터링 한 뒤, 

품질 로커에 피드백 한다. 장된 QoS 정보들은 향후 서비스 

선정 로세스에서 반복 으로 사용된다.

(그림 2) 제안 아키텍처의 수행 로세스 (그림 4)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림 1) 시스템 아키텍처

(그림 3) 품질 로커 시스템 세부 구조

평가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 즉 등 의 락 는 무효한 등 에 한 처리는 다

루지 않았다. 한 이 연구에서 제안한 매칭, 랭킹, 선정 알

고리즘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특정 품질 척도에 해서만 

QoS 수를 계산하므로, QoS 수 계산시 다른 품질 척도

에 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품질 로커 시스템 설계  구

3.1 시스템 아키텍처 개요

본 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아키텍처는 (그림 1)과 같

이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UDDI 지스트리로 구성되는 

웹 서비스 아키텍처에 품질 로커를 추가하 다.

품질 로커는 애 리 이션(사용자)과 웹 서비스(제

공자)를 상호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로커는 주어진 명

세와 라미터 등에 기 하여 한 웹 서비스를 찾아

주는 “ 리인”에 해당하는 로그램이다. 즉, 품질 로

커는 최 의 QoS를 가진 서비스를 선정하고, 사용자들 

사이에서 QoS에 한 경험 정보를 공유하기 해 사용

된다. 다음 (그림 2)는 (그림 1)의 시스템 아키텍처에서 

이루어지는 수행 로세스를 단계별로 나타낸다.

3.2 시스템 세부 구조

품질 로커 시스템은 (그림 3)에서 보듯이 크게 

UDDI 라우 (UDDI Browser)와 품질 로커(Quality 

Broker)로 구분된다.

UDDI 라우 는 사용자 치에서 품질 로커에 속하

여 Business, Service 정보를 검색한다. UDDI 라우 는 

검색된 객체의 결과를 보여주는 서비스 라우 (Service 

Browser)와 선택된 서비스의 WSDL 일로부터 록시 클

라이언트를 생성하는 코드 생성기(Code Generator)로 구성

된다. 그 외에 모니터링 에이 트는 수동 인 방법을 이용해

서 웹 서비스의 바인딩 정보를 수집한다.

품질 로커는 크게 서비스 선정 리자(Service 

Selection Manager), 에이 트 리자(Agent Manager)로 구

분된다. 서비스 선정 리자는 사용자의 트랜잭션 정보에 근

거해 최 의 서비스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 측의 

UDDI 라우 에 제공한다. 서비스 선정 리자는 다시 발

견자(Finder), 평가자(Evaluator), 의사결정자(DecisionMaker)

로 나 어진다. 발견자는 품질 척도 측정은 평가자에, 서

비스 선정은 의사결정자에 의뢰한 후 서비스들을 순

로 정렬한다. 평가자는 바인딩 DB에 장된 서비스들의 

바인딩 정보를 근거로 품질 척도 값들을 측정한다. 마지

막으로 의사결정자는 평가자의 측정 결과를 토 로 최

의 서비스를 선정한다. 에이 트 리자는 서비스 선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서비스에 한 모니터링 에이 트를 사

용자 치에서 원격 생성한다.

다음 (그림 4)는 제안 시스템을 구성하는 클래스와 각 

클래스의 속성을 식별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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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니터링 에이 트의 패킷 정보 수집 

(그림 6) 송 패킷의 로토콜

필 드 명 획득 방법 기    능

Start Time Date() 서비스 호출 시작 시간

Subnet Address 클라이언트가 속한 서 넷 주소

Destination Address Request HTTP/Host 제공자 측 주소

Destination Port
제공자 측의 Tomcat 서버를 구분

하는 포트번호

Request URI
Request 

HTTP/Request-URI
제공자 측에서 실행할 컴포 트

Response Time EndTime-StartTime 서비스 응답 시간

Status Code
R e s p o n s e 

HTTP/Status Code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한 성공 여

부를 나타내는 코드

- 200(HTTP_OK) : 클라이언트 요

청이 성공 으로 수행

- 500(HTTP_SERVER_ERROR) : 

제공자에서 기치 못한 상황으

로 처리되지 못함

- 503(HTTP_UNAVAILABLE) : 

제공자에서 일시 으로 요청을 

처리하지 못함 

<표 1> 패킷 정보의 필드 내용

Connection

~inSocket: Socket = null
~outSocket: Socket = null
~time: String
~inputStream: InputStream = null
~fromHost: String
~toHost: String
~requestURI: String
~con: java.sql.Connection
~stmt: Statement

<<create>>+Connection(l: Listener)
<<create>>+Connection(l: Listener, s: Socket)
+run()
+halt()

HTTPMon

~STATE_COLUMN: int = 0
~OUTHOST_COLUMN: int = 3
~REQ_COLUMN: int = 4
~ELAPSED_COLUMN: int = 5
~STATUS_COLUMN: int = 6
~lPort: int = 9092
~tHost: String = "163.180.142.83"
~tPort: int = 8080
~tUri: String = "/book2/webservice"

<<create>>+HTTPMon(listenPort: int, targetHost: String, targetPort: int, targetUri: String)
+main(args: String)

Listener

~listenPort: int
~targetHost: String
~targetPort: int
~targetUri: String
+sSocket: ServerSocket = null
+tableModel: DefaultTableModel = null
+connections: Vector = new Vector()

<<create>>+Listener(listenPort: int, host: String, targetPort: int, targetUri: String)
+stop()

~listener

SocketRR

~inSocket: Socket = null
~outSocket: Socket = null
~in: InputStream = null
~out: OutputStream = null
~done: boolean = false
~elapsed: long = 0
~status: String = ""
~tmodel: TableModel = null
~tableIndex: int = 0
~type: String = null

<<create>>+SocketRR(c: Connection, inputSocket: Socket, inputStream: InputStream, outputSocket: Socket, outputStream: OutputStream, tModel: TableModel, index: int, type: String)
+isDone(): boolean
+getElapsed(): String
+getStatus(): String
+run()
+halt()

~rr1

~rr2

~myConnection

SocketWaiter

~sSocket: ServerSocket = null
~port: int
~pleaseStop: boolean = false

<<create>>+SocketWaiter(l: Listener, p: int)
+run()
+halt()+sw

~listener

(그림 6) 에이 트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3.3 품질 모니터링 에이 트

본 에서는 송 패킷의 로토콜과 품질 모니터링 

에이 트의 원격 생성 과정, 그리고 패킷 정보 수집 활동

에 하여 설명한다.

3.3.1 바인딩 정보의 수집

서비스 사용자와 제공자 사이의 SOAP 메시지는 송 

로토콜에 의해 배달이 되어야 한다. SOAP과 송 

로토콜을 목 시키는 작업을 바인딩(binding)이라고 한

다. HTTP 로토콜과의 바인딩 후 HTTP의 내용 에

는 SOAP 메시지의 요청과 응답 과정에 한 부가 정보

가 들어 있다. 에이 트는 이러한 부가 정보를 수집해 

달함으로서 로커 서버가 해당 웹 서비스의 품질 척도

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니터링 에이 트는 (그림 5)와 같이 서비스 사용자

에서 보내는 요청 HTTP 내용을 받아서 바인딩 정보를 

수집 하고,  같은 내용을 서비스 제공자 쪽으로 다시 

보낸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자 쪽에서 오는 응답 

HTTP 내용에서 바인딩 정보를 수집하고 같은 내용을 

서비스 사용자에게로 다시 보내 다.

요청 SOAP 메시지는 요청 HTTP에 실어 보내고, 응

답 SOAP 메시지는 응답 HTTP에 담겨서 송된다. 

HTTP는 시작 행, 헤더, 본문으로 크게 3 부분으로 나뉘

며, 요청 HTTP와 응답 HTTP의 구조는 동일하다[9]. 

단, 시작 행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는 요청 시와 응답 

시 다르다. 특히, 응답 시의 시작 행(Status-Line)의 구성 

요소  상태 코드(Status Code)에는 클라이언트의 요청

에 한 성공 여부를 나타내는 코드가 온다.

모니터링 에이 트의 바인딩 정보 수집 후에는 에이

트와 로커 서버 사이에 미리 약속한 일정한 형식인 

로토콜을 정의해야 한다. 모니터링 에이 트가 로커 서

버로 보내는 데이터 단 인 패킷 정보는 로커 서버에

서 해당 웹 서비스의 품질 척도를 측정하기 해 필요로 

하는 필드들로 구성된다. 패킷의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

기 때문에 패킷의 끝에는 ‘\’를 넣어 패킷의 끝임을 알려

주고, 필드마다 ‘|’를 분리자(delimiter)로 넣어 필드를 구

분하 다. 패킷을 받은 로커 서버에서는 ‘\’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씩 읽은 다음, 읽은 데이터를 ‘:’를 기 으로 

끊어 토큰으로 분리한다. 송 패킷의 로토콜을 (그림 

6)과 같이 정의하 으며 각 필드의 기능을 <표 1>에 정

리하 다.

3.3.2 모니터링 에이 트의 구조

다음 (그림 6)은 모니터링 에이 트의 구조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각 클래스의 개략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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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모니터링 에이 트의 패킷 정보 수집

 : Service Consumer : Service Provider

 : Listener  : RequestWaiter  : DummyGenerator  : MessageCapturer rr1 : Messenger rr2 : Messenger

1 : createWaiter()

2 : waitConnection()

3 : requestService()

4 : createWaiter()

5 : executeProxy()

6 : generateDummy()

7 : create()

8 : createMessenger()

9 : sendRequest()
10 : createMessenger()

11 : sendResult()

12 : sendResult()

13 : createPacket()

(그림 8) 에이 트의 패킷 정보 수집 순차 다이어그램

HTTPMon 클래스는 listenPort, targetHost, targetPort, 

requestUri를 인자로 하는 Listener 객체를 생성한다. 

Listener 클래스는 바인딩 정보가 장되는 패킷 테이블을 

생성하고, listenPort를 인자로 하는 SocketWaiter 쓰 드

를 생성한다. SocketWaiter 쓰 드에서는 listenPort를 통

해 들어오는 연결마다 하나의 Connection 쓰 드를 생성

한다. Connection 쓰 드에서는 요청 HTTP에서 요청시

간, 클라이언트 호스트 주소, 요청 URI 정보를 추출 후, 

SocketRR 쓰 드 객체인 rr1, rr2를 통해 응답 시간과 상

태 코드를 Listener 객체의 패킷 테이블에 장한다. 마지

막으로 SocketRR 쓰 드는 요청 는 응답 HTTP의 달

을 담당한다.

모니터링 에이 트는 서비스 클라이언트 측과 서비스 

제공자 측이 서로 주고받는 SOAP요청/응답 메시지를 인

터셉트(intercept)한 후, 해당 메시지를 달하는 HTTP 

구조에서 필요한 바인딩 정보를 획득한다. SOAP 요청/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기 해서 먼  클라이언트 소스 

코드 상의 endpoint URL의 포트가 listenPort로 변경되어

야 한다. 이로서 요청/응답 메시지는 에이 트가 사용하

는 listenPort로 송되며, 에이 트는 바인딩 정보 수집

의 본래 목  외에도 SOAP 메시지 달도 수행되어야 

한다. 물론, 정상 운용 시에는 원래 포트로 복원한 후 이

용해야 한다.

오직 선정된 서비스만을 상으로 하는 피드백의 주요 

문제는 기아 상태(starvation)이다. 낮은 순 의 서비스들

이 무한하게 선정되지 못하는 기아 상태 문제에 한 해

결방안은 모니터링(monitoring)이다. 모니터링이란 이동 

에이 트의 성능 모니터링을 선정된 서비스 외의 등록된 

서비스들로 확 함으로서 결과 으로 순 를 증가시키는 

기법이다. 를 들어, 만약 선정 순 가 1에서 50까지의 

범 라면, 한 명의 서비스 사용자에 의해 서비스가 선정

될 때마다 선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49개의 서비

스도 성능을 측정한다. 결국에는 기의 선정 순 가 50

이었던 웹 서비스도 품질이 좋아진다면 상  순 를 갖

게 되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음 (그림 7)과 (그림 8), (그림 10)은 에이 트가 바

인딩 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해 패킷 정보를 얻는 과정을 

설명한 그림이다.

1. Listener 객체의 생성자는 검색 결과상의 서비스들의 주소, 포

트번호, 실행 컴포 트 정보로 구성된 배열을 매개변수로 받

는다. Listener 객체는 listenPort(9090)를 인자로 SocktWaiter 

객체를 쓰 드로 생성한다.

2. RequestWaiter 쓰 드는 포트로 들어오는 연결 요청을 기다린다.

3.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은 서비스를 요청한다.

4. 연결 시도에 RequestWaiter 쓰 드는 선정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배열의 요소마다 하나의 RequestWaiter 쓰 드를 생성

하고 연결 요청을 기다린다.

5. 등록서비스들에 한 록시 클라이언트 로그램을 실행하는 

DummyGenerator 객체를 호출한다.

6. DummyGenerator 객체는 UDDI 라우 에 의해 생성된 록

시 클라이언트 로그램들을 컴 일, 실행함으로서 더미 메시

지를 발생시킨다.

7. 더미 메시지에 의해 RequestWaiter 쓰 드는 연결마다 하나의 

MessageCapturer 쓰 드를 생성한다.

8. MessageCapturer 쓰 드에서는 요청 HTTP에서 요청시간, 클

라이언트 호스트 주소, 요청 URI 정보를 추출 후, Messenger 

쓰 드 객체인 rr1을 생성한 후, 실행한다.

9. rr1쓰 드에서는 요청 HTTP의 내용을 제공자의 서비스에 

달한다.

10. MessageCapturer 쓰 드에서는 Messenger 쓰 드 객체인 

rr2를 생성한 후, 실행한다.

11. rr2쓰 드에서는 응답 HTTP에서 성공 여부 코드를 추출하

고, 응답 시간을 계산한다.

12. rr2쓰 드에서는 선정된 서비스에 한 응답 HTTP 내용만을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에 달한다.

13. MessageCapturer 쓰 드에서는 모니터링 정보를 기반으로 

Listener 객체의 tableModel에 패킷 정보를 작성한다.

(그림 9) 에이 트의 패킷 정보 수집 로세스

각각의 사용자 치에서 패킷 정보 수집이 끝나면, 모

니터링 에이 트의 Packet Table에 장된 바인딩 정보

는 품질 로커의 BindingInfo DB로 이동, 장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에이 트에 이동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서

비스 선정 이후 클라이언트 로그램의 서비스 요청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즉 서비스 사용자 부

분은 최 의 서비스 선정을 확인한 후에 품질 로커와

의 속을 끊고 클라이언트 로그램을 통해 서비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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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모니터링 에이 트의 이동

1. Voyager를 클라이언트로 실행시킨다.

2. Factory.create() 메소드를 통해 품질 로커가 치한 호스트 

이름을 가지며, Voyager가 동작하는 품질 로커에서 

BindingCollector 서버 생성을 의뢰한다.

3. 품질 로커 측 Voyager에 연결을 시도한다.

4. BindingCollector 구  객체(collector)를 품질 로커 호스트에

서 생성한다.

5. 에이 트 객체는 collector 객체로 이동하여 savePacket()을 로

컬하게 수행한다.

6. savePacket() 메소드는 BindingInfo DB에 에이 트의 Packet 

Table에 장된 패킷 정보를 장한다.

(그림 11) 에이 트의 이동 로세스 

(그림 12) 모니터링 에이 트의 원격 생성

청을 하기 때문이다. 에이 트 객체는 객체 자체의 정보

와 그 객체에서 유지되는 패킷 데이터가 직렬화 메커니

즘을 통해 새로 지정된 품질 로커 치로 복사된다. 복

사가 끝나면 원래의 에이 트 개체는 사용자측 호스트에

서 없어진다. 다음 (그림 10)과 (그림 11)은 에이 트의 

이동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그림이다.

3.4 모니터링 에이 트 리자

다음 (그림 12)와 (그림 13), (그림 14)는 모니터링 에

이 트의 원격 생성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그림

이다. 모니터링 에이 트가 클라이언트측 호스트에서 원

격 생성되면, 에이 트는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과 서

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주고받는 HTTP 메시지를 모니터

링 한다.

client : Voyager

 : Service Consumer

 : AgentWatcher broker : Voyager

AgentServiceImpl.class

 : AgentServiceImpl Proxy

1 : execute()

2 : execute()

3 : startup()

4 : createFactory(implementation, destination)

5 : establishConnection()

6 : sendClassName()

7 : loadClass()

8 : instantiateAgentService()

9 : sendProxyClass()

10 : createProxy()

(그림 13) 에이 트의 원격 생성 순차 다이어그램

1. Voyager 서버를 8000번 포트에서 실행시킨다.

2. 품질 로커는 AgentWatcher를 실행한다.

3. AgentWatcher는 Voyager를 클라이언트로 실행시킨다.

4. Factory.create(String implementation, String destination)를 

실행한다. implementation에는 생성할 객체의 타입을, 

destination에는 원격 객체를 생성하기를 원하는 로그램의 

주소를 지정해 다.

5. 클라이언트 측 Voyager에 연결을 시도한다.

6. 클라이언트 측 Voyager에 원격 객체의 클래스 명을 달한다.

7. Voyager의 네트워크 클래스 로더는 자동으로 AgentService 

클래스 코드를 로딩 한다.

8. AgentService 구  객체를 클라이언트 호스트에서 생성한다.

9. 새로 생성된 객체에 한 록시(proxy) 클래스를 생성한다. 

록시 클래스는 품질 로커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원격 객

체에 달한다. 반 로 원격 객체로부터 결과 값을 받아 품

질 로커에게 달한다.

10. 록시 클래스를 품질 로커에 반환한다.

(그림 14) 에이 트의 원격 생성 로세스 

3.5 서비스 선정 리자

3.5.1 품질 척도의 측정

모니터링 에이 트로부터 수집 된 바인딩 정보를 토

로 해당 웹 서비스 품질의 척도들을 측정할 수 있다. 서

비스별로 여러 건의 바인딩 정보가 장되므로, 품질 척

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사용자의 품질 척도 요구 시

을 기 으로 단  시간( , 일별, 주별, 월별, 년별) 동안

의 평균값을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각 바인딩 정보의 종

료 시간을 근거로 단  시간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다. 

품질 척도들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응답 시간을 측정하기 해서 바인딩 정보의 상태 코

드 값이 200이고 서 넷 주소가 서비스를 요청한 클

라이언트가 속한 서 넷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

해 평균 응답 시간으로 측정한다. 응답 시간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속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그 차이가 

큰 품질 척도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서는 같은 서



230  정보처리학회논문지 D 제15-D권 제2호(2008.4)

넷에 속한 바인딩 정보로 국한한다.

� 처리량을 측정하기 해서 단  시간별로 사용자 요

청이 성공 으로 수행된 경우에 서비스 호출 요청(바

인딩 정보의 개수)의 비율로 측정한다.

� 가용성을 측정하기 해서 바인딩 정보의 상태 코드 

값을 사용한다. 단  시간별로 체 호출 건수(바인딩 

정보의 개수)에 하여 성공 인 실행 건수(코드 값 

200)를 측정할 수 있다.

� 신뢰성을 측정하기 해서 가용성과 마찬가지로 바인

딩 정보의 상태 코드 값을 사용한다. 신뢰성은 단  

시간 동안의 고장 횟수(코드 값 500, 503)로 측정할 

수 있다.

3.5.2 서비스 선정 리자의 구조

서비스 선정 리자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찾은 서비

스들을 상으로 품질 척도 값을 계산하고 사용자가 선

택한 서비스 선정 알고리즘에 의뢰해 최 의 서비스를 

통보 받는다. 다음 (그림 15)는 서비스 선정 리자의 구

조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각 클래스

의 개략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Finder 클래스는 UDDI 

지스트리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사용자의 기능  요

구를 만족하는 서비스들을 찾는다. 한 품질 척도 값 생

성을 Evaluator 클래스에 의뢰하고, 선택한 알고리즘을 

통해 최 의 서비스를 선정한다. Evaluator 클래스에서는 

Binding DB에 연결 후 서비스들마다 품질 척도 값을 계

산한다. Ranking, DecisionMaking, Normalization 클래스

는 서비스 선정 알고리즘을 구 한 클래스들이다. 마지막

으로 BusinessService 클래스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찾

은 서비스 객체들의 타입으로 사용된다.

BusinessService

-strSerName: String
-strSerDesc: String
-strSerKey: String
-strAccessPointURL: String
-strTModelDesc: String
-strWSDLURL: String
-m_Period: String
-m_QualityVal: double
-m_RES: double
-m_THR: double
-m_AVA: double
-m_REL: double

DecisionMaking

+findBestServices(vt: Vector, weight: double, preference: String)
+calcThreshold(accept: String, notbeyond: String, c: Criteria)

Evaluator

~con: Connection
~stmt: Statement

<<create>>+Evaluator()
+finalize()
+createQoS(dateCondition: String, bs: BusinessService)

Finder

+SelectService(dateCondition: String, searchName: String, algName: String, weight: double, preference: String): Vector
+FindByKeyword(searchName: String): Vector

Ranking

+findBestServices(vt: Vector, weight: double)

Normalization

+findBestServices(vt: Vector, weight: double)

(그림 15) 선정 리자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다음 (그림 16)과 (그림 17), (그림 18)은 선정 리자

의 서비스 선정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그림이다.

(그림 16) 선정 리자의 서비스 선정 과정

 : Service Consumer

 : Finder

 : UDDI Registry

 : Evaluator

BindingDB

 : Normalization

 : Ranking

 : DecisionMaking

1 : requestService()

2 : findService()

3 : sendResult()

4 : evaluateQoS()

5 : inquiryBindingInfo()

6 : sendBindingList()

7 : notifyCompletion()

8 : BestServiceList := requestBestService()

9 : notifyBestService()

(그림 17) 선정 리자의 서비스 선정 순차 다이어그램

1. UDDI 라우 는 선정 리자에 서비스 검색을 요청한다. 

단, 요청시에는 기능  검색어, 조회 기간, 선호 알고리즘, 

품질 가 치가 필요하다.

2. 선정 리자의 Finder 객체에서는 검색어와 일치하는 서비

스들을 UDDI 지스트리에서 찾는다.

3. UDDI 지스트리는 일치하는 서비스들의 리스트를 Finder 

객체에 보낸다.

4. 서비스 선정 알고리즘이 선택한 경우에 한해 Evaluator 객체

에 서비스들의 품질 척도 평가를 의뢰한다.

5. Evaluator 객체는 Binding DB에 연결하고 해당 서비스에 일

치하는 바인딩 정보를 질의한다.

6. Binding DB는 그 결과를 리턴하며, 5, 6의 과정은 서비스 

리스트 상의 모든 서비스가 품질 척도 값을 구할 때까지 반

복된다.

7. Finder 객체에 품질 척도 평가의 완료를 통보한다.

8. Finder 객체는 품질 척도 값에 의한 최 의 서비스를 선호 

알고리즘 객체에 의뢰한다.

9. Finder 객체는 UDDI 라우 에 최 의 서비스를 알려 다.

(그림 18) 선정 리자의 서비스 선정 수행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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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r

#opframe: JFrame
#algName: String
#dateCondition: String
#weight: double[*] = new double[5]
#preference: String[*] = new String[5][2]

<<create>>+Browser()
+main(args: String)

BusinessEntity

-strOrgName: String
-strOrgDesc: String
-strOrgKey: String
-strContactName: String
-strPhone: Vector
-strEmail: Vector

<<create>>+BusinessEntity(org: Organization)
+getOrgName(): String
+getOrgDesc(): String
+getOrgKey(): String
+getContactName(): String
+getOrgPhone(): Enumeration
+getOrgEmail(): Enumeration
+toString(): String

OptionPanel

#panel: JPanel
#m_lblOperator: JLabel
#m_cbOperator: JComboBox
#m_lblSearchIn: JLabel
#m_cbSearchIn: JComboBox
#m_lblSearchBy: JLabel
#m_cbSearchBy: JComboBox
#m_lblSearchFor: JLabel
#m_tfSearchFor: JTextField
#searchBtn: JButton
#optionsBtn: JButton

<<create>>+OptionPanel()
+getOptionPanel(): JPanel

#op

OptionFrame

<<create>>+OptionFrame()

TreePanel

#panel: JPanel
#m_tree: JTree = null
#top: DefaultMutableTreeNode = null
#node: DefaultMutableTreeNode
#parent: DefaultMutableTreeNode

<<create>>+TreePanel()
+showBusinessTree(selectedItem: String, searchName: String)
+getTreePanel(): JPanel

#tp

InfoPanel

#panel: JPanel
#m_pnProp: JPanel
#m_pnWSDL: JPanel
#m_pnCode: JPanel
#m_tree: JTree = null
#n_tree: JTree = null
#top: DefaultMutableTreeNode = null
#top1: DefaultMutableTreeNode = null
#node: DefaultMutableTreeNode
#parent: DefaultMutableTreeNode
#m_model: DefaultTreeModel = null
#n_model: DefaultTreeModel = null
#m_lblWSDLPath: JLabel
#m_lblSaveWSDL: JLabel
#m_txtSaveWSDL: JTextField
#saveWSDLBtn: JButton
#m_lblProxyCode: JLabel
#m_txtProxyCode: JTextArea
#m_txtCodePath: JTextField
#genCodeBtn: JButton
#transformer: Transformer
#sourceXML: Source

<<create>>+InfoPanel()
+initPropPanel()
+initWSDLPanel()
+initCodePanel()
+getInfoPanel(): JPanel
#showBusinessDetail(be: BusinessEntity)
#showServiceDetail(bs: BusinessService)
#showWSDLDetail(path: String)
#transformCode(path: String)
#showCodeDetail(name: String)

#ip

BusinessService

-strSerName: String
-strSerDesc: String
-strSerKey: String
-strAccessPointURL: String
-strTModelDesc: String
-strWSDLURL: String
-m_Period: String
-m_QualityVal: double
-m_RES: double
-m_THR: double
-m_AVA: double
-m_REL: double

(그림 19) UDDI 라우 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림 20) 서비스 검색 결과 

QoS Requirements

Response 

Time
Throughput Availability Reliability

gold bronze gold gold

<표 2> 사용자들의 QoS 요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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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기존 아키텍처의 서비스 선정 결과

3.6 UDDI 라우

3.6.1 UDDI 라우 의 구조

다음 (그림 19)는 UDDI 라우 의 구조를 클래스 다

이어그램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UDDI Browser는 질의어와 필터를 이용하여 Business

와 Services, tModels와 같은 UDDI 객체들을 검색한다.

검색 결과는 Tree View, Properties 탭, WSDL 탭에 

나타난다. Tree View에는 Search Options에서 질의어와 

필터에 의해 검색된 객체의 결과를 보여 다. Properties 

탭에는 Tree View에서 선택된 비즈니스와 서비스 결과

의 항목을 각각 (그림 20)과 같이 객체 구조로 펼쳐 보여

다. 객체 구조에서 필드를 선택하면 해당 필드의 세부 

정보가 의 박스에 리스트로 나타난다.

(그림 20)의 객체 구조에서 QoS Info 필드의 세부 정

보에는 각 서비스마다 응답 시간, 처리율, 가용성, 신뢰성

과 같은 품질 척도와 선정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된 품질 

값이 나타난다.

4. 비교 평가

4.1 시뮬 이션

이번 시뮬 이션은 성능 모니터링을 선정된 서비스 외

의 등록된 서비스들로 확 하는 모니터링 기법을 사용하

는 아키텍처는 서비스의 기아 상태를 해결 수 있다는 것

을 보여 다.

서비스 : 9개의 서비스가 시뮬 이션을 해 사용된다. 

모든 서비스는 기능 으로 동일한 온라인 서  웹 서비

스[14]이며, 서비스들 사이의 차이 은 실제 QoS 성능이

다. QoS 성능에 따른 순 에 의해 서비스들은 사용자들

로부터 서로 다른 선택을 받는다.

사용자 : 사용자들은 <표 2>와 같이 서로 다른 수

의 QoS 요구를 가진다. QoS 품질 척도에 한 가 치는 

모두 0.2이며, 모든 사용자는 리턴 되는 서비스 들 에

서 요구하는 서비스 수 을 만족하는 서비스만을 선정한

다고 가정한다.

실험 결과 : 시뮬 이션은 각 사용자에 해 동일한 

서비스 발견 요청이 15번 수행된다.

다음 (그림 21)은 앞서 련 연구에서 살펴본 Ziqiang[3]

이 제안한 아키텍처를 통해 서비스를 선정한 결과이다. 

모니터링 기법을 사용하 지만 오직 선정된 서비스들에 

한 성능 정보만을 피드백 하기 때문에 서비스 발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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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제안 아키텍처의 서비스 선정 결과

연구
특징

Moor
[10]

Ran
[6]

Liu
[12]

Yu
[11]

Day
[13]

Xu
[3]

Max
[1]

제안 연구

사용시 설계시 실행시 실행시 실행시 실행시 실행시 실행시 실행시

정보종류
사용자, 커뮤니티 
요구사항

보증된 고 QoS QoS 데이터
고 QoS, 평  
정보

QoS 데이터
고 QoS, 평  
정보 

QoS 데이터 QoS 데이터

획득방법
개발 주기에서 사
용자들을 포함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클라이언트의 피
드백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클라이언트
의 피드백

클라이언트의 피
드백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클라이언트
의 피드백

에이 트의 피드
백

에이 트의 피드백

기아상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아상태 발생 해당사항 없음 기아상태 발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등록서비스들에 
한 에이 트의 모
니터링으로 해결

<표 3> 서비스 선정 연구의 비교 평가 

청이 진행될수록 사용자의 QoS 요구를 만족하는 서비스

만이 피드백 된다. 따라서 선정되지 못한 서비스들은 해

당 서비스의 성능 정보가 피드백 되지 않으므로, 설사 성

능이 향상되더라도 기아 상태가 발생한다.

다음 (그림 22)는 제안 아키텍처인 품질 로커를 통해 

서비스를 선정한 결과이다. 최 의 서비스를 선정하기 

해 다기  의사 결정 기법 [15] 하나인 PROMETHEE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16][17]. 품질 로커에서

는 선정된 서비스 외의 등록된 서비스들에 한 피드백을 

통해 기아 상태를 해결하 다. 즉 등록된 서비스들은 사

용자의 품질 요구에 만족하지 못하여 선정되지 못하더라

도 계속 해당 서비스의 성능 정보가 피드백 되기 때문에 

향후 요구에 만족할 수 의 성능 향상이 있다면 선정될 

수 있다.

4.2 비교 평가

앞서 련 연구에서 기술한 기존 연구들과 본 논문에

서 제안한 연구와의 비교 평가는 <표 3>과 같으며, 각각

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 메커니즘의 사용 시 . Moor의 연구[10]를 

제외하고는 비교 상이 되는 모든 연구들은 실행 시간

에 동 으로 웹 서비스를 선정하 다. 이에 반해 Moor의 

연구는 사용자와 커뮤니티 멤버들이 설계 시간에 선정 

메커니즘을 수행하 다.

둘째, 선정 로세스에 필요한 정보의 종류. Moor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부분의 연구들은 기본 으로 QoS 

데이터를 선정 로세스에서 사용하 다. Ran[6], Yu[11], 

Xu[3]의 연구에서 QoS 데이터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

하는 고 QoS 데이터이며,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인

해 Ran의 연구에서는 증명자를 통해 고 QoS를 보증하

는 과정을 추가하 다. 그 외 Yu와 Xu의 연구에서는 

고 QoS와 함께 서비스 사용자의 평  정보를 사용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구에서는 Liu[12], Day[13], 

Max[1]의 연구와 같이 고 QoS를 고려하지 않았다. 

고 QoS는 신뢰성을 보증할 수 없는 문제 이 있다. 서비

스 제공자가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 해 부정

확한 QoS 정보를 게시하거나, 게시된 QoS 정보가 오래 

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DDI 지

스트리에서 제공하지 않는 고 QoS 정보사용을 배제하

으며, 서비스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 에서 

겪는 성능, 안 성, 비용 정보에 기반한 QoS 데이터를 

사용하 다.

셋째, 정보의 획득 방법. Liu와 Day의 연구에서는 

QoS 데이터를, Yu와 Xu의 연구에서는 평  정보를 클

라이언트가 직  QoS 지스트리 는 포럼 시스템에 

피드백 한다. 이러한 연구들의 문제 은 서비스 사용자들

이 서비스와의 상호작용 이후에 QoS 데이터나 평  정

보를 피드백 하는 차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이다. 따라

서 이러한 사용자에 자율 인 피드백은 련 정보의 

락 가능성과 신뢰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에 반해 

Max의 연구는 서비스마다 에이 트를 사용해 QoS 데이

터를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락 가능성 문제는 피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체험한 QoS 데이터가 아니라는 에서 

신뢰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제안 연구에서는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체험하는 성능 정보를 에

이 트의 모니터링을 통해 로커에 피드백 함으로서 사

용자의 개입을 최소화 한다. 즉 사용자를 신한 자율

인 정보 피드백이 가능하다.

넷째, 기아상태의 해결. Liu와 Day의 연구에서와 같이 

선정 로세스에서 고 QoS를 사용하지 않는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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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아상태(Starvation)가 발생한다. 즉 신규 서비스들은 

높은 성능을 제공하더라도 품질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선

정 순 에서 계속 으로 낮은 순 를 받게 된다. 그에 반

해 제안 연구에서는 선정된 서비스 외에도 신규 서비스

를 포함한 등록된 서비스들에 한 품질 정보를 이동 에

이 트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하여 피드백 함으로서 기

아 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

5.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과 QoS

를 만족하는 서비스를 자율 으로 선정하는 품질 로커 

아키텍처를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선정 아키텍

처는 통 인 서비스 발견 모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실행 시간에 동 인 웹 서비스 발견을 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한 제안된 아키텍처에서 선정 리자

는 에이 트에 의해 수집된 품질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

스 선정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

에 최 의 서비스를 제시하 다. 에이 트는 사용자가 서

비스를 사용하면서 인식하는 성능을 모니터링 하기 해 

사용자 치에서 생성된다. 한 서비스 선정 이후 클라

이언트 로그램의 서비스 요청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에이 트에 이동성을 부여하 다. 

서비스 사용자 부분은 최 의 서비스 선정을 확인한 

후에 품질 로커와의 속을 끊고 클라이언트 로그램

을 통해 서비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해

서는 자율 으로 동작하는 에이 트가 필요하 다.

향후 연구로는 에이 트의 기능을 바인딩 정보 수집 외

에 품질 정보 감시로 확 할 필요가 있다. 에이 트는 실

행시간에 선정한 서비스의 QoS 값 변화를 계속 으로 측

정하면서 일정 시간 사용자의 품질 기 치 이하로 QoS 

값이 감소한다면 사용자에 통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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