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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웹서비스의 사용은 메시지 수준의 상호운용성 및 시스템 통합의 용이성으로 인해 빠르게 확장

되고 있다. 웹서비스 기반 응용 또는 웹서비스는 다른 웹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웹

서비스의 선택은 정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규 웹서비스에 대한 생성 및 서비스에 대한 상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최적의 서비스 결정 및 선택은 전체 응용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웹서비스 사용자 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품질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하부

구조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며, 품질 정보가 추가된 웹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정의 및 수집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웹서비스의 품질요소에 대한 정형화된 정의를 기술한다.

1. 서론

웹서비스의 운영환경에서는 네트워크 지연 및 제

한된 대역폭에 따른 성능의 저하, 보안 공격에 의해

취약성, 웹서비스 및 응용의 결함, 네트워크 분리에

따른 결함에 따른 가용성 문제, 메시지 손실 및 중

복 메시지에 따른 신뢰성의 제약점을 가질 수 있다

[6].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웹서비스의 서

비스 비용(overall cost), 성능(performance), 신뢰성

(reliability) 및 확장성(scalability) 등의 서비스 품질

요소(service quality factor)에 대한 정의 및 확장이

요구된다.

웹서비스 기반 응용 또는 웹서비스는 다른 웹서비

스를 선택하여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웹서비스의

선택은 정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웹서비스의 활

용 분야가 기업 응용, 과학 기술 계산 응용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웹서비스에 대한 생성 및 서비

스에 대한 상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

에서 최적의 서비스 결정 및 선택은 전체 응용의 성

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웹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는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웹서

비스의 품질 요소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웹서비스의 서비스 품질(service quality)은 응용

구축 과정에서의 서비스의 발견(discovery), 선택

(selection) 및 버전 관리(version management)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웹서비스에 대한 품질요

소를 정의한 후 이를 정형화하기 위한 내용을 기술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웹서비

스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웹 서비스

의 품질요소 정의 및 확장된 웹서비스 아키텍처를

기술한다. 4절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웹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응용간의 동적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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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분산 컴포넌트(distributed component) 기술

로서 복잡한 통합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메시지 기반의 상호 연동을 통한 약 결합의 통

합 시스템을 구성한다. 웹서비스는 Java RMI,

CORBA와 DCOM과 같은 분산 컴퓨팅 기술을 웹

기술에 차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웹에서 동적으로

찾은 후 서비스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사용하는

URI 기반의 접근 가능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software agent)를 총칭한다[1-3].

웹 서비스는 구현된 상태로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

그램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웹 서비스는

임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임의의 플랫폼

에서 구현할 수 있으며 어떤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

그램과도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호환성은 웹 서비스가 XML 기반의 메시지를 사용

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XML은 텍스트

형식을 따르며 정수의 바이트 순서와 같은 낮은 수

준의 상세 명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모호함이 없

는 중립적인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XML은 임의의 플랫폼에서 응용간의 통신을 위해

활용할 때 장점을 가지며 웹 서비스 역시 인터넷 상

의 응용을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갖는다[6].

웹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을 갖는 서비스 컴포넌

트를 사용하기 위해 공개되어진 서비스 인터페이스

를 사용하여 응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

한다. 그러므로 서비스 컴포넌트는 확장될 수 있고

특화되고 상속될 수 있으나 웹 서비스를 활용하는

응용에서는 서비스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 정보만을

사용하여 응용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컴포넌

트와 이을 사용하는 응용간의 결합도를 줄일 수 있

는 장점을 갖는다.

웹서비스는 SOAP을 사용한 메시지 기반 표준 및

WSDL을 사용한 서비스 정의 기술 명세를 적용하므

로 높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제공한다

[2,5]. 웹서비스에서 SOAP은 XML 포맷을 사용하여

웹서비스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다. WSDL은 서비스의 연결방법, 서비스를 사용하

기 위한 방법 및 서비스 결과의 형태를 기술한다.

[2,4].

3. 웹서비스 품질 요소 정의 및 확장된 웹서비스

아키텍처 설계

3.1 웹서비스 품질요소 정의

QoS 측면에서 서비스 품질은 응용의 실행 성능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 차원의 자원들을 예측하고 관리

하는 수단이다. 네트워크 대역폭과 같은 유한한 컴

퓨팅에 따라 자원을 사용하는 응용에서 자원에 대한

예측은 기업 내 응용을 운용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예측을 위해 기업의 응용 소프트

웨어의 모든 요소에 대한 완전한 제어권을 갖는 전

통적인 방법 대신 웹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

기능 요구사항(non-functional requirement)에 따른

척도에 의한 완전한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웹서비

스만을 이용하도록 한다[7-8].

표 1은 웹 서비스의 웹서비스 기반 기업 응용 설

계를 위한 QoS 측면에서 정의한 서비스의 품질 척

도를 보인 것이다.

품질 요소  QoS 척도 

가용성

서비스가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준비되어진 

확률

- 평균 결함간 시간 MTTF 

- 운영 시스템의 웹서비스 가용 시간

접근성

한 시점에서 서비스 요청메시지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응답하는 요청수 (응답메시지/

요청메시지)로서 웹서비스 운영환경의 부하

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성능

웹서비스 운영 시스템에서의 다음 하위 속

성 

- 단위 시간당 서비스의 처리율  

- 서비스의 지연 시간  

응답시간
사용자의 웹서비스 요청에서 응답까지의 소

요시간으로 클라이언트에서의 경과 시간

확장성
장비 추가 후에  처리율 증가 비율

- 단위 시간당 처리율의 증가

가격

서비스 사용에 관련된 비용

- 서비스의 사용유형에 따른 비용

- 요청당 사용 비용

- 기간당 사용 비용

신뢰성

웹서비스 운영 전반에서의 안정성

- 시간당 결함 횟수

- 결함 처리,  회복시간

- 오류간 평규시간 MTBE

- 응답편차 

안전성

인증, 접근제어, 암호화 적용에 따른 보안 

수준

- 기밀성 유지 수준(전송, 메시지, 서비스)

- 사용자 인증 처리 방법

- 접근 제어 방법

- ID 관리 체제 적용

표 1. QoS 측면에서의 서비스의 품질 척도

품질요소의 정형화를 위해 가용성, 접근성, 지연시

간, 응답시간 및 신뢰성을 정의하였다 여기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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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품질요소 가용성 및 신뢰성에 대한 정의를 한

정하여 기술한다.

○ Availability (s, o) : 웹서비스 s의 연산 o가 호출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확률

○ Availability (s, 0, i) : 웹서비스 s의 연산 o가 현

재 시점에서 정해진 시간 간격(interval) 동안 사

용할수 있는 확률

○ Availability (s, o, 8:00) : 웹서비스 s의 연산 o가

오전 8:00부터 자정까지 사용할 수 있는 확률

○ HighAvailability (s, o) : 웹서비스 s의 연산 o가

95% 이상 특정 시간 안에 호출할 수 있음

HighAvailability(s, o) :-

(> Availability (s, o) , 95)

다음은 응답시간의 표준편차를 기반으로 신뢰성에

대한 정의를 기술한 것이다.

○ Reliability (s, o) : 웹서비스 s의 연산 o가 호출

될 때의 응답시간의 표준 편차값이 특정범위에

포함될 확률

○ Reliability (s, 0, i) : 웹서비스 s의 연산 o가 현

재 시점에서 정해진 시간 간격(interval)의 응답

시간의 표준 편차값이 특정범위에 포함될 확률

○ Reliability (s, o, 8:00) : 웹서비스 s의 연산 o가

오전 8:00부터 자정까지 응답의 표준 편차값이

특정범위에 포함될 확률

○ HigReliability (s, o) : 웹서비스 s의 연산 o가 응

답시간의 표준 편차값이 특정범위에 90% 이내

포함될 수 있음

HighReliability(s, o) :-

(> Reliability (s, o), 90)

○ MiddleReliability (s, o) : 웹서비스 s의 연산 o가

응답시간의 표준 편차값이 특정범위에 90% 보

다 적고 70 이상에 포함될 수 있음

MiddleRelibability(s,o) :

(< Reliability (s, o), 90))∧(> Reliability (s, o), 70))

○ LowReliability (s, o) : 웹서비스 s의 연산 o가

응답시간의 표준 편차값이 특정범위에 70% 밖

에 포함될 수 있음

LowRebliabiltiy(s,o):-

(< Reliability (s, o), 70)

그림 1과 그림 2는 웹서비스 요청에 따른 응답시

간에 대한 응답시간과 표준 편차에 대한 빈도수를

보인 것으로 응답 시간의 85% 이상이 평균응답시간

인 7초에 근접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87%이상이

표준편차의 3초 이내의 값을 가진다. 또한 이를 통

해 해당 웹서비스는 중간 수준의 신뢰성을 갖고 있

음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 SOAP 메시지 응답시간 별 빈도수

그림 2. SOAP 메시지 응답시간의 표준편차 별 빈도

3.2 확장된 웹서비스 아키텍처

웹서비스 품질요소의 관리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등록 및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을 위한 아키텍처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절에서는

앞 절에서 정의한 웹서비스 품질요소를 기반으로 웹

서비스의 품질 정보 관리를 위한 확장된 웹서비스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확장된 아키텍처에서 웹서비스의 품질정보는 응용

개발자에게 적합한 웹서비스를 찾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웹서비스의 기술을 확장하여 품

질정보를 유지하거나 관리체계를 통한 품질정보 수

집 및 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관리자를 구성하여 요청된 웹서

비스에 대한 품질요소를 모니터링한 후 결과를 제

공한다. 서비스 이용자인 응용은 서비스 관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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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정보에 대한 비기능요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한다. 그림 3은 웹서비스 품질요소 관리를 위한 확

장된 SOA 구조를 보인 것이다.

서비스 등록자
UDDI

서비스 등록자
UDDI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2. 서비스
검색
요청

4. 서비스 바인드

1. 서비스 등록서비스
관리자

5. 모니터
요청

6. 동적 서비스
품질정보 제공

7. 수집정보
제공

3. 서비스
정보

6. 동적 서비스
품질정보 제공

그림 3. 웹서비스 품질요소 관리를 위한 확장된 SOA 구조

4. 결론

공공부문 및 기업의 전산 시스템은 제어가 가능하

여야 하나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응용을 구축하는 경

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 공급자에 대한 제어가 쉽

지 않으므로, QoS을 기반으로 한 예측가능성을 제

공하기 위해서는 웹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는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웹서비스에 대한 품질 모델을 기

반으로 확장된 웹서비스 아키텍처 설계하였으며

웹서비스의 품질 정보를 품질 요소별로 정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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