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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웹 2.0은 사용자의 참여, 개방,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하여 누구나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환경이다. openAPI는 웹 2.0의 근본 개념인 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포털은 자신의 서비스를 공개한다. 하지만 기존의 웹서비스와 

openAPI 검색은 효율적인 검색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Lee[1]의 논문에서 제공하는 효율

적인 웹서비스 검색 방법을 이용하여 검색 엔진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웹서비스와 유사한 구

조를 가지는 openAPI를 수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penAPI의 정의 및 사용법이 웹서비

스와 유사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openAPI의 효과적인 검색을 위한 검색기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검색기

법은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여 키워드 기반 검색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주고, 매쉬업 서비스나 

다른 openAPI와의 조합(Composition)을 위해 템플릿 기반 검색을 통해 효과적인 검색을 제공해준다.

1. 서  론
 

  웹서비스(Web Service)는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컴퓨터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웹서비스는 서비스 지향적 분산 컴퓨팅 기술

의 일종이다. 웹서비스 프로토콜 스택은 SOAP, WSDL, 

UDDI 등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메시징에 XML이 사용되

어 상호운용성이 높다. 또한 표준화된 웹 기반 인터넷 

프로토콜(HTTP, TCP/IP)을 통하여 구현되어 언제 어디

서나 접근성이 좋은 장점을 가진다. 

  open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웹 2.0

의 근본개념인 ‘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를 구현할 수 있

는 핵심 기술이다. 또한 서비스, 정보, 데이터 등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API를 

의미한다. 이는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1) 본 연구는 건설 교통부 첨단도시기술개발사업-지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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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등 웹 기술에 의해 웹 사이트들이 서로 상

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openAPI의 기본적인 개념은 그림 1과 같다. openAPI 제

공자는 openAPI 활용자들에게 각각 인증키를 분배하고 

활용자들은 그 인증키를 소유함으로써 제공자의 

openAPI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openAPI의 개념

  각각의 openAPI 제공자들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쉬

업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매쉬업(Mashup)이란 여러 데

이타 소스들을 가지고 한개의 웹 페이지를 구성하거나, 

여러 기능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도록 만드

는 것을 말한다. 매쉬업을 이용하면 축적된 데이터 없이

도 창의적인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다. 

openAPI는 웹서비스에서 사용되는 SOAP, REST등의 

방식으로 통신을 하며, 메소드와 인자값으로 구성되어 

웹서비스 구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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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서비스는 UDDI를 검색을 위해 UDDI 저장소를 사용

한다. UDDI는 웹서비스 검색을 지원하지만 한정된 범위 

및 키워드 질의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 또한 현재 

openAPI는 검색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자신이 필요

한 openAPI를 찾아야 한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openAPI의 종류와 양은 사용자에게 양질의 openAPI를 

제공을 하는 이점도 있지만 종류의 방대함과 openAPI 

수의 증가는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찾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웹 서

비스와 openAPI의 구조가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웹서비

스 검색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웹서비스 검색 시스

템에 openAPI를 적용한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키워드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키워드 기반 검색) 할 수 있고 또한 조합

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검색(템플릿 기반 검색) 할 수 있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는 웹서비스 검색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 살

펴보고, 3장에서는 openAPI의 검색 개념에 대해서 설명

한다. 4장, 5장에서는 키워드 기반 검색과 템플릿 기반 

검색에 대해서 설명한다. 6장에서는 구현환경 및 개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고, 7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며 

향후 연구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관련연구
 

2.1 openAPI 현황

  현재 openAPI는 400여개 이상 존재하며, 음악, 검색, 

지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API가 추가되는 분야가 있는 

반면, 파일 공유, 지불수단 등 초기에 등록된 이후 더 이

상 변화가 없는 분야와 보안, E-mail, 데이터베이스 등 

최근에 API가 제공되기 시작한 분야도 있다[2]. 대표적

인 openAPI로는 구글맵스(GoogleMpas), 플리커(Flickr), 

아마존(Amazon), 유투브(YouTube), 야후맵스(YahooMa

ps), 411Sync, del.icio.us, 이베이(eBay), 야후(Yahoo),  

MS 버츄얼어스(VirtualEarth)등이 있다.

  국외 openAPI의 활용도를 살펴보면, 구글은 매쉬업 서

비스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openAPI로서 전 

세계 지도를 서비스 하고 있다. 플리커는 사용자가 직접 

사진을 등록,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이트이다. 아마존은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상품 정

보를 제공한다. 특히 아마존은 구매자가 아마존 웹서비

스를 이용하여 구축된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아마존은 해당 사이트에 수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다. 

  국내에서는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에서 제공하

는 openAPI가 많이 사용된다. 네이버의 openAPI는 크게 

지도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로 구분된다. 그 중 다음과 

비교할 때, 지도 API는 독자적인 서비스 영역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openAPI를 통해 검색, 블로그, 디앤샵

(D&Shop) 등에 대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서비스 및 애플

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2].

2.2 웹서비스 검색

  웹서비스 검색은 크게 레지스트리 기반 검색, 시맨틱 

기술 정보를 이용한 검색, 유사도 기반 검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레지스트리 기반 검색은 웹서비스 제공자와 요청자가 

웹서비스에 대한 WSDL 문서와 설명 정보를 레지스트리

에 등록하고, 검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UDDI는 웹

서비스의 등록에 대한 단일화 된 방법을 제공한다는 이

점은 있지만, 검색에 있어 여러 제약점을 가진다. 

  시맨틱 기술 정보를 활용한 검색 방법은 서비스의 검

색과 이용을 위해 웹서비스 표준 기술에 시맨틱 설명 정

보를 추가하고 이의 추론을 통한 검색과 이용의 가능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OWL-S[3], 

WSDL-S[4], METEOR-S[5]와 같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들 연구들은 레지스트리 기반 검색 보다 지적이며 정

확한 발견을 보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진

다. 시맨틱 정보의 추론과 처리에 많은 부하가 걸리고, 

서비스 개발 시 서비스의 시맨틱 정보를 자동 생성하기

가 어렵다.

  레지스트리 기반 검색의 문제점과 레지스트리 기반 검

색의 해결을 위한 시맨틱 기술 정보를 이용한 검색의 방

법에서의 이런 문제점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유사도 기

반 검색과 같이 기존의 정보 검색 기법을 도입하여 웹서

비스 검색 방법을 풀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

한 연구들은 웹서비스 또는 서비스 내의 연산자들에 대

한 유사도를 계산함으로써 가장 유사도가 높은 서비스들

을 추려 검색 결과로 제공한다.  Woogle[6]은 WSDL에

서 정의된 operation들의 검색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웹

서비스 검색 엔진이다. 이 시스템은 단어들 간의 연관성

의 분석을 통해 연산자들과 이들의 파라미터를 서로 의

미적으로 동일한 개념들로 클러스터링하는 기법을 이용

하였다. Peng[7]은 형식 개념 분석(formal concept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Woogle처럼 서비스들을 의미

적으로 그룹화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Lee[1]은 서비스 검색에 있어 기존 기법들과 달리 

UDDI 레지스트리에 저장된 서비스 설명 정보와 WSDL 

서비스 정의 모두를 활용하였으며 n-gram을 이용한 키

워드 질의를 통해 부분문자열의 효율적인 검색을 보장 

하였고 가중치 부여와 유사도 계산 기법을 새로 고안하

여 사용자는 키워드 질의를 통해 순위화 된 서비스 검색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용어 기반 역인덱스 검색의 기본 구조

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가중치도 용어에 대해서 부여된

다. 또한 키워드 질의를 통한 순위화는 사용자에게 알맞

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Lee[1]에서는 웹서비스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지만 웹서비스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openAPI를 

수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선 연구의 웹

서비스 검색 구조를 활용하여 openAPI의 저장을 가능하

게 하는 저장 구조와 이를 통해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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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엔진을 개발하였다. 

3. openAPI 검색

3.1 openAPI 구조

 

  openAPI는 XML-RPC, REST, SOAP의 웹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통신방법을 사용한다. XML-RPC는 원격 컴퓨

터의 메소드 호출을 XML로 캡슐화하여 전달하고 결과 

역시 XML로 전달을 받으며 기존 HTTP 프로토콜을 그

대로 이용한다. REST은 도메인 지향 데이터를 HTTP위

에서 SOAP이나 쿠키를 통한 세션 트랙킹 같은 부가적

인 전송 레이어 없이, 전송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인터

페이스이다. SOAP은 소프트웨어간에 메시지를 교환하는 

형태의 프로토콜이다. SOAP은 확장 가능한 분산 프로토

콜로 HTTP나 SMTP 등의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사

용하여 전달이 가능하다. 

  openAPI는 사용되는 통신 방법에 따라 SOAP 또는 

XML-RPC등 웹서비스에 균일한 파라미터 전달을 시도

하는 함수형과 도메인 지향 데이터를 HTTP위에서 

SOAP이나 쿠키를 통한 세션 트랙킹 같은 부가적인 전

송 레이어 없이, 전송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인터페이스

인 REST형으로 구분된다. 

  함수형 openAPI는 클래스, 클래스에 대한 설명, 메소

드와 메소드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구글 맵스 openAPI, 네이버 지도 openAPI등 지도 서비

스들이 함수형 openAPI를 제공한다. 그림 2은 함수형 

openAPI 중 네이버 지도 openAPI의 예제이다. 

[그림 2] 네이버의 지도 openAPI의 예

  

  REST형 openAPI는 요청 URL과 각각의 요청변수를 

익스플러러 주소창에 입력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XML, 

JSON등의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준다. 대표적으로 네

이버 검색 openAPI, 야후 검색 openAPI, 플리커 

openAPI등 지도외 서비스들이 REST형 openAPI를 제공

한다. 그림 3은 REST형에 대한 openAPI 예제이다.

[그림 3] 네이버 지식iN검색의 예

  

  함수형과 REST형의 반환타입은 좀 차이점이 있다. 함

수형은 int, none, Boolean등 1개의 타입이 반환되는 반

면 REST형은 여러 개의 출력 결과 필드가 반환된다. 

3.2 웹서비스와 openAPI 저장 구조

  

  Lee[1]에서는 웹 서비스 검색을 위해 UDDI 데이터와 

WSDL 정의에서 필요한 정보만 추려 독자적인 구조의 

서비스 설명 정보를 구성한다. UDDI 데이터 부분에 속

하는 BusinessEntity섹션과 BusinessService섹션에는 함

수형과 REST형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API에 대해서 기술하지만 WSDL 데이터 부

분에 속하는 Port섹션과 Operation섹션에서는 함수형과 

REST형의 구조의 차이 때문에 Lee[1]의 서비스 설명 정

보에 함수형과 REST형의 openAPI 맵핑 방법의 차이를 

두었다. 

  그림 4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본 시스템의 저장 구

조 정보를 보인다.  

[그림 4] 본 시스템의 저장 구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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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DI의 BusinessEntity 섹션은 비즈니스 개체에 대한 

이름, 설명, URL, 연락처와 식별 및 분류를 위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최상위 구조이며, 하나의 businessEntity

에는 여러 개의 서비스에 대한 논리정보를 가지는 

BsinessService를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BusinessEntity 섹션의 name 엘리먼트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공자(예: Google, Yahoo, Naver 등)에 대

해서 기술하였고, description 엘리먼트에서는 그 제공자

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BusinessService 섹션은 비즈니스 개체가 제공하는 서

비스에 대한 논리 정보를 표현하는데 이용된다. 본 논문

에서는 BusinessService 섹션의 name 엘리먼트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해당 API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description 엘리먼트에서는 API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WSDL의 Service 섹션은 UDDI의 BusinnesService의 

개념과 같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Service 섹션은 매칭 

시키지 않았다. 하나의 Serivce에는 여러 개의 포트에 대

한 논리정보를 가지는 Port를 가질 수 있다.

  Port 섹션과 Operation 섹션은 함수형과 REST형의 구

조적 차이로 때문에 맵핑 방법의 차이를 두었다.

  함수형에서는 Port 섹션의 name 엘리먼트에서는 클래

스의 이름을 기술 하였고, documentation 엘리먼트에서

는 클래스의 설명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Operation 섹션

의 name 엘리먼트에서는 오퍼레이션의 이름을 기술 하

였고, documentation 엘리먼트에는 오퍼레이션의 설명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또한 Input, Output 엘리먼트에는 입

출력 인자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REST형에서는 Port 섹션의 name 엘리먼트에서는 카

테고리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예를들어 네이버에서 지식 

iN 검색, 블로그 검색등을 포함하는 검색결과 API, 실시

간 검색어, 추천 검색어등을 포함하는 검색관련기능, 지

식스폰서 API, 데스크톱 위젯 API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API등이 이에 속한다. documentation 엘리먼트에서는 각

각의카테고리의 설명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Operation 섹

션의 엘리먼트에서는 지식 iN검색, 실시간 검색어등의 

오퍼레이션의 이름을 기술 하였고, documentation 엘리

먼트에는 오퍼레이션의 설명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또한 

Input, Output 엘리먼트에는 요청 필드 값과 응답 필드 

값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그림 5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함수형 openAPI 저장 

구조의 예를 보여준다. 

4. 키워드 기반 검색

  키워드 기반 검색은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여 원하

는 서비스를 찾는 것으로, 웹서비스 또는 openAPI에 대

하여 서비스 검색 영역(비즈니스, 서비스, 오퍼레이션)을 

설정하고 사용자가 입력받은 키워드에 대하여 유사도를 

계산하여 순위화된 정보를 보여준다. 

[그림 5] 함수형 openAPI 저장 구조 예제

4.1 질의의 모델링

  본 시스템의 저장 구조 정보는 XML로 기술되며, 계층 

구조를 가지므로 질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UDDI에 

저장된 모든 본 시스템의 저장 구조 정보에 대한 집합을 

D라 했을 때, h-번째 설명정보 dh∈D는 {ti, lj, ok|  ti∈T, 
lj∈L, ok∈O}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T, L, O 는 각각 

D에서의 모든 용어(term)들과위치(location)들과 순서값

(ordinal value)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위치 lj는 경로로 

표현되며, 설명정보 d에서 노드 u의 경로란 u에서 루트

까지의 경로 상에 있는 노드들의 연속적인 순열이다.

         

[그림 6] 순서값이 부여된 XML 문서의 예

 

  그림 6에서 C 엘리먼트의 텍스트는 (ti, lj, ok) = 
(‘enableDragging()’, / a/ b/ c, 1.1.1)으로 표현한다. 여기에

서 순서값 ok는 트리에서 각 노드의 순서 정보를 표현하

기 위해 부여된 값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 값의 표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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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이 넘버링 기법을  이용한다.

  XML 문서에서 특정 텍스트를 포함하는 엘리먼트를 

포함한 서브트리를 검색하는 질의 q는 함수  root: tree t 
→r, 여기에서 r은 결과 트리의 루트 노드를 가지는 리스

트  〈root(q), {(ti, lj)| ti∈T, lj∈L}〉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 검색에서는 검색의 단위가 비즈니

스, 서비스, 또는 연산자라는 개념적인 단위로 한정이 된

다. 이를 위해 함수 root를 root: tree t →r, r은 개념 트

리 c의 루트 노드로 재 정의한다. 이에 따라 root(q)의 

값은 business, service, operation 중 하나이어야 한다. 

또한 각 개념과 대응되는 엘리먼트, 이는 해당 개념이 

대표하는 서브트리의 루트 노드를 의미한다.

  우리는 또한 가중치를 부여한 질의 qw를〈root(q), {wij

∙(ti, lj)|ti∈T, lj∈L}〉, 여기에서 wij 는 j 위치에 있는 

i-번째 용어에 부여되는 가중치로 정의한다. 

4.2 가중치 부여

  정보 검색에서 가장 일반화된 가중치 부여 방법 기법

은 TF*IDF이지만, TF*IDF는 평문을 대상으로 하므로, 

계층 구조를 가지는 본 시스템의 저장 구조 정보에 대한 

가중치 계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계층 

구조를 가지는 웹 본 시스템의 저장 구조 정보에서 용어 

분포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Lee[1]의 가중치 

기법인 TF*IEF을 활용한다. 

4.3 유사도 측정

  서비스 유사도의 측정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VSM을 

이용한다. 즉, 질의와 본 시스템의 저장 구조 정보는 모

두 각 원소가 정의 3에 따라 가중치 벡터로 처리된다. 

즉, 본 시스템의 저장 구조 정보 집합 D에서 h-번째 본 

시스템의 저장 구조 정보로부터 얻어지는 루트 r인 서브 

트리에 대한 가중치 벡터는 


 

   
    

 

으로 정의되며, 여기에서 만약 해당 위치 j에 용어 ti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0 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0이 된다. 유사하게  질의어에 대한 가중치 벡터는 
        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질의어에 대한 서비스 유사도는 두 벡터의 내적 계산을 

통해 얻어진다.

 

4.4 부분문자열 일치 검색의 지원

  openAPI에서 메소드 값으로 설정된 문자열은 여러 단

어들이 합쳐져 합성 명사화되어 이용된다. 이 경우 역 

인덱스와 같은 단어-기반 인덱싱에서는 해당 문자열을 

단어 단위로 분할을 시키던지 아니면, 원 문자열을 그대

로 단어로써 인식하고 일반적인 부분문자열 검색을 행하

는 방법을 수행해야 한다. DBMS에서는 한 스트링에서 

부분문자열을 검색하기 위한 LIKE 연산을 지원을 하지

만 LIKE 연산은 칼럼 값들에 대해  B-트리 인덱스 상

의 노드들을 조회하면서 패턴 매칭을 수행함으로써 검색 

성능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는 부분문자열 매칭을 지원하기 위한 인덱스 기법인 n-

그램을 이용한다.

5. 템플릿 기반 검색
  

  템플릿 기반 검색은 조합을 위한 연결되는 서비스를 

찾기 위해 서비스의 이름과 입/출력값을 이용하여 키워

드 기반 검색과 같은 방법으로 가중치 부여와 유사도를  

측정한다. 이때 출력값을 이용하면 연결되는 서비스의 

입력값과 매칭이 되며, 입력값을 이용하면 현재 함수의 

앞단에 서비스의 출력값과 매칭이 된다. 

[그림 7] 템플릿 기반 검색 예 

  그림 7은 템플릿 기반 검색의 예로 사용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도시별 날씨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을 때 도

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로부터 도시의 zipCode(타

입:string)를 획득하고 획득한 string(zipCode)를 입력 값

으로 하는 오퍼레이션을 검색하는 예이다.

  

6. 시스템 구현환경

  다음은 본 시스템의 구현 환경이다. 

  

  ㆍ 운영체제 : Linux Fedora 8

  ㆍ 구현언어 : Java, JSP

  ㆍ 데이터베이스 : Mysql 

 

  검색 시스템 구현을 위해 리눅스 플랫폼 위에 Java를 

사용하였다. Java는 jdk 1.6을 이용하였고 JSP 이용을 위

해 Tomcat 5.5를 사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

용하였고 JSP와 JDBC를 이용하여 연동시켜 구현하였다.

7 검색 시스템 개발

[그림 8] 키워드 기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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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대상 결과 필드

Business [비즈니스] [서비스 위치] [유사도] 

Service
[비즈니스] [서비스] [서비스 위치] 

[유사도]

Operation
[비즈니스] [서비스] [오퍼레이션] 

[서비스 위치] [유사도]

[표 1] 검색 대상에 따른 결과 필드

  그림 8은 개발된 검색 시스템 중 키워드 기반 검색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사용자는 웹서비스와 openAPI를

체크박스로 지정할 수 있고, 검색 대상의 범위는 비즈니

스, 서비스, 오퍼레이션 중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검색대상을 선택에 따른 결과값은 다음 표 1

과 같다. 비즈니스를 선택하면 사용자의 키워드가 비즈

니스에 속하면 유사도 검색이 되고, 서비스를 선택하면 

특정 비즈니스의 서비스에 키워드가 속하면 유사도 검색

이 되고, 오퍼레이션을 선택하면 특정 비즈니스의 특정 

서비스의 오퍼레이션에 키워드가 속하면 유사도 검색이 

된다.

        

  그림 9은 템플릿 기반 검색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템플릿 검색은 조합에 필요한 오퍼레이션을 찾는 검색방

법이다. 대상이 되는 오퍼레이션의 이름과 입/출력 값을 

통해 찾고자 하는 오퍼레이션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그림 9] 템플릿 기반 검색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웹 서비스 및 openAPI 검색을 위한 실

용적이고, 효과적인 검색 기법에 대해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UDDI 검색

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Lee[1]의 연구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웹서비스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

색할 수 있지만 웹서비스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openAPI를 수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선 

연구의 웹서비스 검색 구조를 활용하여 openAPI의 저장

을 가능하게 하는 저장 구조와 이를 통해 검색을 가능하

게 하는 검색 엔진을 개발하였다. 이는 종류의 방대함과 

openAPI 수의 증가는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찾기 어렵게 하는 발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정보 검색 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검색 결

과를 순위를 부여하여 제공한다. 또한 웹 조합에 필요한 

검색 대상을 템플릿 질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찾아준다. 

이를 위해 openAPI를 구성하고 있는 클래스와 메소드, 

설명정보에 대해서 특정 XML 구조에 적합하도록 매핑

을 시켰다. 

  향후 연구로는 openAPI 발견 기법들의 평가를 위 표

준화된 평가 도구의 개발과 보다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

험,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균일화된 openAPI 비즈니스 

생성으로 자동화된 입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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