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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2.0의 발 과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 은 제한 인 정보와 평면 인 서비스에 맞춤화된 기존의 웹서비스를 탈

피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다차원 인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가 융합된 형태의 매쉬업 서비스를 탄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매쉬업 서비스는 다양한 웹서비스가 융합된 서비스를 지칭하며 웹서비스의 인터페이스인 Open API를 통

해 보다 손쉽게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재의 매쉬업 서비스는 개발자 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인해 개인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다양한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해 매쉬업을 손쉽게 하는 매쉬업 임워크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그 수 이 

미비하다. 본 논문에서는 동 으로 웹서비스를 합성하여 매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쉬업 임워크의 요소기술

로써 Open API 자동 합성을 한 Open API 선별 기법  합성 방안에 해 소개 하 다.  

Key Words : Open API, REST, SOAP, Automatic Mash-up, API Classification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web 2.0 and the rapid diffusion of smart devices, current web service, which only 

provides very limited information and service, has been transformed into user-friendly and comprehensive web 

service called mash-up service. Mash-up service is defined as comprehensive service that is created by combining 

variety of web services. When composing a mesh-up service, Open API is used as web service interface. Current 

mash-up service, however, has fundamental problem in that it could not satisfy the various needs of users who 

want I-centric personalized service because it is developed and provided by service developers. To overcome these 

obstacles, a lot of studies on mesh-up framework are being performed for improving mash-up proess though, it is 

still in beginning stage. In this paper, we introduce an API selection and compostion method as the key 

technology for mesh-up framework that support the automatic creation of mesh-up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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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 으로 인해 사용자는 

자신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욕구

가 증 되었다. 이러한 웹 2.0의 발 과 스마트 디

바이스의 보 은 사용자들이 재 제공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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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웹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웹 서비스가 융합

된 형태의 매쉬업 (Mash-up) 서비스를 탄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매쉬업 서비스의 특징은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의 목 에 맞게 기존의 여러 웹 서비

스들을 융합해 사용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서비스는 

웹 서비스의 인터페이스인 Open API를 통해 보다 

손쉽게 지원될 수 있다. 매쉬업 서비스는 주로 

Open API들을 융합하는 경우가 많다. Open API를 

이용한 기존 매쉬업의 경우에는 여러 Open API들

의 Input/Output 값  Open API의 모든 정보를 

개발자가 각각 같은 형태로 정의해주어야 하기 때

문에 일반 사용자의 경우에는 매쉬업 자체에 어려

움을 느끼게 된다. 결국 이러한 여러 문제 들은 

Open API와 매쉬업 서비스에 한 활용도를 떨어

뜨리고 매쉬업 서비스에 한 개발이 개발자에게만 

국한되어 사용자는 단지 수동 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입장이 되게 한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 은 개

인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하는 다양한 사

용자의 욕구를 막는 장벽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Open 

API를 직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활

용도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매쉬

업 임워크의 요소기술  기존 매쉬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Open API 분류기법  합

성 알고리즘에 해 연구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논문의 간략한 Preview를 하며, 2장 본론에서는 

Open API와 Mash-up에 한 간략한 소개와 

REST, SOAP 로토콜의 해 살펴본다. 3장에서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Open API 분류 기법  

합성 방안에 해 서술 하며, 마지막으로 4장 에서 

결론으로 마무리 한다.

Ⅱ. 련연구

2.1. Open API
Open API는 응용 서비스계층과 통신망의 달망 

계층 사이의 표 화된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며, 통신

망의 기능들을 추상화 시킨 인터페이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통신망의 구조  기술에 있어 

독립 으로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쉽게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Open API가 통신망에 

용되면서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서비스들은 스마트폰

이 보 됨에 따라 모바일 역으로 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으로 Open API정보를 포털형

식으로 제공하는 외국의  Programmableweb 사이트

에서는 지 까지 약 7,100개의 Open API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불과 몇 년  데이

터와 비교 했을 때 배 이상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3]

.   

그림 1.  연도별 Open API의 증가 그래
Fig. 1.  Yearly Increase Graph of Open APIs 

2.2.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SOAP은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의 약

어로  HTTP, HTTPS, SMTP등을 사용하여 XML 

기반의 메시지를 교환하는 웹서비스의 기본 인 메

시지 달 로토콜이다. SOAP은 특정 분산 기술

에 종속 이지 않고 랫폼 독립 으로 분산 객체

의 리소스에 근 할 수 있기 때문에 웹서비스와 

같은 분산되어 있는 콘텐츠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

하는 서비스에 쉽게 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기술

들에 비해 록시와 방화벽에 구애 받지 않고 쉽게 

통신이 가능한 장 이 있다. [그림 2]는 SOAP 

로토콜의 구조를 나타낸다. 모든 SOAP 메시지는 

기존의 XML구조와 같이 헤더와 바디를 조합하는 

디자인 패턴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SOAP envelope, 

SOAP header, SOAP 본체로 구성되어 있다
[4]

.  

2.3. REST(REpresentational Safe Transfer) 
REST는 월드 와이드 웹처럼 분산 미디어 서비

스 시스템을 한 웹기반의 소 트웨어 아키텍처의 

한 형식이다. Roy Fielding의 논문에서 정의된 용어

인 REST[5]는 HTTP상에서 SOAP이나 쿠키를 통

한 부수 인 이어나 세션 리를 추가하지 않고 

데이터 송을 하기 한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정의 

할 수 있으며 구성 요소들 간의 엄격한 분리를 통

해 간단한 구 과 확장성을 제공하여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논문 / REST 로토콜 기반의 API 선별 기법  Open API 자동 합성 방안

589

그림 2. SOAP 로토콜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the SOAP Protocol
 

그림 3. Programmableweb에 등록된 Mash-up 서비스 수
Fig. 3. Number of Mashup Services registered on      
Programmableweb Portal Site

REST구조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리소스들은 고유

한 URI를 기반으로 동작하며 GET, PUT, 

DELETE, POST와 같은 HTTP 로토콜을 이용해 

정보를 송한다. 한 REST에서 사용된 리소스들

의 출력 값은 XML, JSON, HTML ,atom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 되며 출력 값들을 쉽게 가공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재 Open API기반의 웹서비스는 SOAP 기반의 

서비스에서 REST기반의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Open API기반의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SOAP 기반의 자율 이지 못하고 단순화

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방식보다 단순하고 구 이 

용이한 REST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 표 으로 사용되고 

있는 REST 기반의 Open API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6-8]

. 

2.4. 매쉬업

IT 분야에서는 웹상에서 웹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

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혼합하여 새로운 서비

스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매쉬업에

는 앞서 살펴본 Open API를 이용한 매쉬업이 표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표 인 로 

부동산 정보와 구 맵을 이용한 구 맵 기반의 크

이그 리스트의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가 있다. 

매쉬업은 스마트폰의 단말의 폭발 인 보 으로 인

해 수요와 공  역시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Open API와 매쉬업 련 포털사이트인 

Programmable 웹에 따르면 최근 6,758 개의 매쉬

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4.1. 기존 매쉬업 방안

매쉬업 서비스는 크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Data 

API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Interface API가 융

합되어 생성되며 각 생성된 결과는 웹 페이지를 통

해  확인한다. 기존의 매쉬업 서비스는 WMSL(Web

Mashup Scripting  Language)과 같은 매쉬업 스크

립  언어로 작성되며, WMSL은 HTML 는 각 

API의 일부분이 코드를 결합하여 GUI를 기반으로 

손쉽게 매쉬업 할 수 있도록 도와 다. 하지만 기존

의 매쉬업은 서비스 제작에 한 지식이 부족한 사

용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며, 자동화된 매쉬업

을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가 직  Open API특성을 

악하고 제작해야 하는 문제 이 존재한다. 

2.4.2. 수동 매쉬업과 자동 매쉬업

재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매쉬업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한 매쉬업 도구

들이 개발되고 있다. 매쉬업은 크게 개발자가 매쉬

업에 사용되는 Open API를 분석하고 매쉬업을 설

계 하여 수동으로 매쉬업을 제작하는 매쉬업 언어

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동 으로 매쉬업을 하여 

제공하는 동  매쉬업 도구가 있다. 즉, 개발자가 

직  설계하고 합성하는 수동 매쉬업과 개발자의 

여 없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으로 합성하

고 리하는 동  합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수동 

매쉬업에 사용되는 언어는 표 으로 WSCI(Web 

Service Choreography InterFace)[9]가 있으며 

WSCI는 다른 웹 서비스와 상호 작용을 통한 메시

지 유통을 기술하는 XML기반의 인터페이스 기술 

언어로 정의 된다. 수동 매쉬업은 개발자가 모든 부

분을 수동으로 설계해야 하는 단 이 있으며 배포 

후에도 사용자에 요청에 100%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 이 있다. 동  매쉬업의 표

인 시스템으로는 eFlow[10]와 sMash[11]가 있다. 

동  매쉬업 시스템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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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존의 매쉬업 서비스 생성 방법
Fig. 4. Current Composition Method for 
Mash-up Service

Open API들 간의 합성이 불가능한 문제 과 데이

터를 제공하는 Open API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Open API간의 합성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개발자 주의 수동

인 매쉬업을 벗어나 일반 사용자 심의 자동화된 매

쉬업을 가능하기 해 기존의 동  매쉬업 시스템에

서 고려되지 않는 Open API 선별방안, Open API 합

성방안을 Open API의 출력값 타입과 라미터 카테

고리를 이용하여 기술하 다.  

Ⅲ. Open API 자동 합성을 한 Open API 
선별 방안  합성 방안

3.1. Open API 선별 방안

본 에서는 Open API 자동 합성을 한 Open 

API 선별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매쉬업 서비스는 

Data를 제공하는 Data API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는 인터페이스 API 는 새로운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다른 Data API 나 어진다. 를들어 

지도상에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매쉬업 서비스의 

경우 지도를 제공하는 Open API와 상품 정보를 제

공하는 Open API가 융합되어 만들어 진다. 이와 

같은 경우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Open API는 좌표

정보와 좌표에 해당하는 상품 정보를 지도 Open 

API에 넘기게 되고 지도 Open API에서 해당하는 

좌표에 마커를 고 정보를 표시하는 형태로 구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Open API를 합성하여 매

쉬업 서비스를 제작하는 경우, 데이터를 제공하는 

Open API의 output 데이터는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Open 

API의 input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매쉬업을 할 수 없는 문제 이 있다. 련연구에서 

언 한 자동 매쉬업의 경우 역시 이 부분에 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동

으로 Open API를 합성하기 해 데이터를 제공하

는 Open API를 Base Open API로 인터페이스 기

능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Open API를 Main Open API로 정의한다. 한 본 

논문에서의 Open API 선별은 Data API기능과 

Interface API기능을 통한 Base API, Main API분

류를 진행하 으며, 새로운 결과를 제공하는 Data 

API를 포함한 분류는 추후 논문에 기술할 정이

다.

3.1.1. Base Open API

Base Open API는 서두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Open API  데이터를 제공하는 

Open API를 Base Open API로 정의 한다. 부분

의 Open API가 Base Open API에 해당되며 Base 

Open API의 정보 제공 분야에 따라 부분 서비스 

카테고리가 정의된다. 표 인 로는 다음, 네이

버와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검색 Open API, 트

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 Open API가 있으며, 

재의 매쉬업 서비스는 이와 같은 Base Open API에 

개발자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제작 되고 있다

Base Open API는 사용자에게 받은 입력 값을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웹에서 사용하는 표

인 XML, json, atom 형식으로 output 값을 출력

한다. 

3.1.2. Main Open API

매쉬업은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Open API의 

output 값을 받아 서비스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다른 

데이터 제공 Open API의 input값으로 사용하여 새

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매쉬업에 있어 Main API는 기존의 매쉬

업에 사용되는 Interface는 API로 제공되는 것과 사

용자가 직  제작한 인터페이스로 나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기술하는 자동 매쉬업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Open API간의 자동 매쉬업이기 때문에, Base 

Open API를 통해 넘어온 output 값을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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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Open API에 한 다음 검색 출력 형태
Fig. 5. Daum Search Output Format for Open APIs  

인 측면과 가공된 정보를 보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Open API로 정의 할 수 있다. 하지만 

재 매쉬업에서 인터페이스  가공 정보 제공 련 

Open API는 Map 주의 Open API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는 

Main API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3.1.3. Open API 분류 방안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Open API분류 방안은 

다음과 같다. Open API 정보에는 output 형식에 

한 정의도 함께 분류 하고 있다. 따라서 Base Open 

API와 Main Open API의 output형식을 이용하여 

Base Open API와 Main Open API를 분류 할 수 

있다. 앞서 (1),(2)항에서 정의한 로  XML, JSON 

atom 형식으로 output값을 출력 경우 Base Open 

API로 정의 하고, 그 외의 경우는 Main Open API

로 정의하여 Open API를 분류 하 다.

본 논문에서는 Open API정보를 획득하여 엑셀 

일로 정리 후 자동으로 분류 하는 분류기를 구

하여 자동으로 분류를 진행하 다. Open API정보는 

Open API정보를 제공하는 Programmableweb 사이

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Open API 정보를 획득

하 으며, 분류된 결과는 Open API 합성에 사용된

다. 

3.2. Open API 합성 방안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매쉬업 서비스들을 분석하

고 분석한 매쉬업 서비스를 통해 기본 인 매쉬업 

알고리즘을 도출하여 3.1 에서 제안한 Open API 

분류 알고리즘과 연동한 Open API 합성 방안을 기

술하고 로토타입을 구 하 다. 기본 인 매쉬업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Data Open API

의 쿼리에 원하는 값을 입력하고 해당되는 결과 값

을 리턴한 후 싱을 통해 인터페이스 는 다른 

기능을 하는 Open API의 Input으로 사용하는 형태

로 매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2장 련연구에서 설명한 [그림 4]와 같은 

기존의 매쉬업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매쉬업 합성을 

진행하기 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 이 발생한다. 

먼  첫 번째 문제는 3.1 에서 설명한 Data Open 

API와 Interface Open API선별 문제가 있다. 두 번

째로는 Open API간의 매쉬업 가능 여부를 별하

는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3.1에서 언 한 

Open API 분류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존의 매쉬업 과정을 

분석한 결과 매쉬업을 하는 input, output 라미터

들은 같은 기능을 제공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를 들면 flickr Open API에서 제공하는 치 

정보 라미터는 구  맵 Open API의 치 정보를 

리 하는 라미터와 매쉬업 되어 해당 사진이 

힌 장소를 구  맵에 표시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매쉬업이 가능한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라미터를 그룹화 하여 매쉬업 하고자 하는 Open 

API를 선택 시 같은 그룹 내에 존재하는  라미터

를 검색하여 해당 라미터 간의 매쉬업을 진행하

는 합성 방안을 제안 하 다. 

[그림 6] 은 Open API 합성 시 라미터 탐색 

수행 순서를 flickr와 구  맵 Open API를 를 들

어 그림으로 표 한 것이다. 사용자가 flickr를 Base 

Open API로 선택 하 을 때 flickr에 속한 메소드

를 탐색한다. 이후 해당 메소드에 속한 라미터를 

탐색한 후 해당 라미터가 속한 카테고리를 탐색

한다. 다음으로 탐색된 라미터 카테고리에 속한 

다른 라미터들을 탐색하고 앞서 설명한 과정의 

역순으로 진행하여 메소드를 탐색하고 API를 탐색

한다. 

3.3. Open API 선별기  합성기 구  

본 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Open API 분류 방

안과 합성방안을 구 한다. 시스템 구 을 한 

Open API정보는 Programmableweb 사이트에서 획

득하여 사용한다. 한 Open API 합성 여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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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라미터 탐색 수행 순서 
Fig. 6. Parameter Navigation Sequence

그림 8. 스텝별 Open API 라미터 검색 결과  
Fig. 8. Stepwise Search Results for Open API Parameters 

그림 9. 최종 으로 합성된 서비스의 
Fig. 9. Example of Finally Composed Service 
  

그림 7. Open API 분류기  합성기 구조
Fig. 7. Structure of Open API Classifier and Composer
 

을 해서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input, output 

라미터를 정리하여 DB로 구축한다. 성능 평가를 

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먼  매쉬업 하고자하

는 Open API를 선택 하고 앞서 구축한 DB를 통해 

매쉬업 가능한 Open API와 라미터를 검색한다. 

이후 Open API 분류기가 Base Open API와 Main 

Open API를 분류하여  라미터 간의 합성을 진행

한다. 라미터간의 합성은 기존의 매쉬업 알고리즘

과 같은 형식으로 선택된 Base Open API의 output 

값을 싱하여 Main Open API의 input으로 사용하

여 서비스 합성을 진행한다.  

[그림 7]은 자바를 기반으로 구 되었으며 flickr

와 구  맵 Open API를 사용하여 결과를 출력 하

다. 

[그림 8]은 각 스텝 별 Open API 라미터 검색 

결과를 나타낸다. 1번 과정은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flickr Open API를 입력하면 2번 과정에서 

flickr Open API에 해당하는 메소드를 검색한다. 3

번 과정은 각 메소드에 해당하는 라미터를 검색

하고 4번 과정에서는 각 라미터들이 해당하는 카

테고리를 검색한다. 5번 과정은 검색된 라미터 카

테고리에 있는 다른 Open API의 라미터를 검색

하고 Base Open API와 Main Open API를 분류 



논문 / REST 로토콜 기반의 API 선별 기법  Open API 자동 합성 방안

593

한다.

[그림 9]는 최종 으로 검색된 Open API 라미

터간의 합성된 그림이다. 앞서 검색한 flickr Open 

API를 이용하여 사진의 Photo ID를 입력하면 해당 

사진의 치 정보를 output으로 출력하게 된다. 앞

서 구 한 Open API합성기에서 해당 output값을 

싱하고 검색된 구  맵의 마커 라미터의 input

으로 사용을 하면 해당 사진이 힌 치를 구  

지도 상에 마커로 표시 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매쉬업 방식에 존재 했던 

Open API 선별 문제 Open API 매쉬업 가능 별 

문제를 Open API의 정보  라미터 그룹화를 통

해 해결 하여 간단한 매쉬업 서비스를 별다른 코딩 

없이 생성 하는 것을 보 다. 하지만 Open API간

의 매쉬업 가능여부, 많은 수의 Open API 라미터 

카테고리 분류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다.   

Open API 매쉬업 기술은 단말기와 OS, 그리고 단

말의 네트워크 자원에 제약 없이 매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는 여러 Open API를 이용한 다차원 인 서

비스 생성이 가능한 Open API에 한 연구와 에

서 언 한 문제 을 해결한 자동 매쉬업 방안에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한, 사용자 목 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연구도 함께 진행

할 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 으로 웹서비스를 

합성하여 매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쉬업 임

워크의 요소기술로써 Open API 자동 합성을 한 

Open API 선별 기법  합성 방안을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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