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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 으로 인해 스마트 디

바이스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으며, 특

히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닌 사용자의 상황, 환경

에 맞는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에 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 하지만 재의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는 불

특정 다수 사용자를 해 로그램 제작자가 만드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는 자신의 상황에 완

벽하게 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상황이 고려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한 자동 매쉬업의 요소기술

로서, Open API 기술 문서에서 단어의 상호정보량을 

산출하여 Open API 라미터간의 의미  유사도로 

정의하고 비교하는 방안에 해 연구 하 다.

Key Words : Open API, Amount of mutual

information, Automatic mashup

ABSTRACT

The recent spread of smart devices has led to 

creating a variety of services based on the smart 

device, and the needs for the user-centric services 

that fit the individual users according to their 

situations and characteristics are increasing. However, 

current services can not fulfil the individual 

requirement of individual user, because these services 

are intended for unspecified individual. This paper, 

as a key technology of automatic user-centric service 

mash-up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individual user, 

investigated the similarity comparison method 

between the Open API parameters by calculating the 

amount of mutual information of the parameters 

extracted from the Open API documents.    

Ⅰ. 서  론

재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되

고 있는 서비스는 단순한 하나의 Open API 서비스뿐

만 아니라 다양한 Open API를 결합한 매쉬업 서비스

로 제공되고 있다. 매쉬업 서비스는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가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의 목 에 맞게 다수

의 Open API를 활용하여 로그래 을 통해 제작되

고 있다. 하지만 개발자 심의 매쉬업 서비스는 문

인 개발자들이 불특정 다수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1,2]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자동 매쉬업 기술에 한 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는데, 자동 매쉬업을 해서는 Open API 라미

터 간의 합성 가능 여부를 단하는 방안에 한 연구

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pen API 기술 문

서의 라미터 이름에서 고유단어를 추출하여 단어 간

의 상호 정보량을 기 으로 라미터간의 유사도를 산

출하여 매쉬업 가능 여부를 단할 수 있는 Open API 

라미터 간의 유사도 비교 방안에 해 연구하 다. 

Ⅱ. 본  론

2.1 기존 유사도 비교 방안

보통 단어의 유사도 비교 방법은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때나 단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못했을 경

우 추천 검색어, 는 비슷한 검색어를 제공하기 해 

이용된다. 두 단어 간의 유사도 측정의 기본 인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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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어를 잘게 자르고 난 다음에 해당 단어의 조각들

을 각각 비교 하여 같은 조각의 개수를 산출하여 해당 

단어들 간의 유사도를 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와 같은 방법을 bi-gram을 이용한 유사도 비교 방법이

라고 한다. 하지만 bi-gram 방식을 통한 유사도 비교 

방법은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구조

가 비슷한 단어를 찾기 때문에 라미터의 합성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2.2 제안하는 라미터 유사도 비교방안

재 Open API간의 매쉬업은 개발자가 Open API 

라미터에 련된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 Open API 

기술문서를 참조하여 라미터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

로 합성하고자 하는 Open API간의 합성 가능 여부를 

단한다. 합성이 가능한 것으로 단된 경우, 하나의 

Open API에 요구 되는 값을 입력하고, Open API가 

산출하는 결과 값을 싱을 통해 인터페이스 는 다

른 기능을 하는 Open API의 입력 값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매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개

발자가 제작하는 매쉬업 서비스가 아닌 자동화된 매

쉬업 임워크에서는 사용자가 Open API 간의 매

쉬업 가능 여부를 단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Open API 간의 매쉬업 가능 여부를 단할 수 있어

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라미터 유사도 비교 

방안 역시 Open API 기술문서를 사용하 다. Open 

API 기술문서에는 Open API에 한 설명뿐만 아니

라 Open API에서 제공하는 각 라미터에 한 상세 

정보도 제공되기 때문에 Open API 간의 합성 가능 

여부 단을 한 기 인 라미터 간의 유사도 산출

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라미터 이름을 사용하여 라미턴 

간의 유사도를 산출한다. 라미터 이름은 ‘geo', 

'user'와 같이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만 사용하는 경우, 

‘geo_id', 'user_name' 과 같이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와 합께 타입을 나타내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 

’geo_location‘과 같이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라미터 이름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라미터 이름에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와 타입을 나타내는 단어를 분리하여 

단어 간의 유사도를 산출한다. 하지만, 'geo_id'와 

'location_name'의 경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비슷

하기 때문에 합성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라미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합성 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로 제안 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가 유사하더라도 타입이 같지 않으면 두 라미터는 

유사하지 않다고 단한다. 한 ’user'와 'user_id'와 

같이 타입이 포합된 단어와 타입이 포함되지 않은 단

어의 경우도 두 라미터는 유사하지 않다고 단한

다. 즉, ’user_id', 'person_id'와 같이 의미 유사도가 

높은 단어와 같은 타입의 단어로 구성된 라미터만

을 유사한 라미터로 정의한다. 각 라미터 이름에

서 추출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경우 두 단어 간

의 유사도를 상호정보량 공식인 식(1)과 같이 산출하

는데 이를 라미터간의 유사도로 정의한다. 하지만 

타입을 나타내는 단어의 경우, 상호정보량은 산출하지 

않는다. 

    

 
(1) 

식 (1)에서 P(w)는 Open API의 모든 라미터 이

름들 에 특정단어 w가 포함된 라미터가 존재할 

확률이다. 두 단어 w1과 w2에 해 P(w1)*P(w2)와 

비교하여 Open API의 모든 라미터 이름들 에 두 

단어 w1,w2가 함께 포함된 라미터가 존재할 확률 

P(w1, w2)가 높을수록 두 단어는 상호 정보량이 크다

고 정의한다. 즉, 상호정보량이 높은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라미터 이름에 포함되어 있으면 두 라미터

는 의미 으로 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개의 라미터 이름에서 획득한 각 단어 간의 상호 

정보량은 각 단어들이 포함된 두 개의 라미터들 간

의 유사도로 정의 할 수 있다. 

그림 1은 상호정보량을 기반으로 라미터 간의 유

사 여부를 단하는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먼  그림 

1에 보인 것과 같이 Open API 기술 문서 내에서 라

미터 이름을 추출하고 해당 라미터 이름에서 의미

를 나타내는 단어를 도출하여 해당 단어가 포함된 

라미터의 개수를 출  빈도 테이블로 생성한다. 이후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 라미터의 개수를 동시 출  

빈도 테이블로 생성한다. 두 단어들 간의 상호 정보량

은 두 단어의 출  빈도수와 동시 출  빈도수를 기반

으로, 식 (1)에 의해 산출한다. 이후 상호정보량을 바

탕으로 두 라미터들의 유사 여부를 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호정보량을 라미터 유사도로 정의

하 기 때문에 상호 정보량에 임계값을 용하여 임

계값 기반의 단어 유사도 그래 를 생성한다. 임계값

이란 유사 단어들 간의 군집 형성을 한 최소값으로, 

임계값 이내의 값을 갖는 단어들은 같은 군집으로 표

된다. 같은 군집에 속한 단어들은 서로 상당히 유사

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즉, 비교하고자 하

는 두 라미터 이름에서 도출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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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상호 정보량 산출 결과
Fig. 2. Mutual Information Calculation Results of the 
Proposed Algorithm 

표 1. 기존  제안알고리즘의 라미터 유사도 산출 정확도
Table. 1. Accuracy Rates of Parameter Similarity Calculation 
of Existing & Proposed Algorithms

그림 1. 상호정보량 기반의 라미터 유사 여부 별 과정
Fig. 1. Similarity Decision Procedure between Parameters 
based on Amount of Mutual Information 

어가 같은 그래 에 포함되고, 타입을 나타내는 단어

가 같은 경우 두 라미터는 유사하다고 단한다. 

Ⅲ. 실험 결과

그림 2는 제안하는 방안의 상호정보량 산출 결과

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 방법의 성능 실험을 해 

Programmableweb 사이트에서 약 850개의 Open API 

기술문서를 획득하여 사용하 다. 

표 1은 기존 알고리즘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유사 

여부 정 결과의 정확도를 나타낸 표이다. 본 논문에

서는 유사 여부 정 정확도의 확인을 해 

Programmableweb
[3]에서 획득한 850 개의 Open API 

기술문서 에서 실제로 매쉬업에 사용된 300개의 

라미터들을 정답지로 사용하 다. 300개의 라미터

들을 정답지로 사용한 이유는 실제로 매쉬업에 사용

된 300개의 라미터들은 이미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

기 때문에 매쉬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에 보인 정분류율은 정답지를 기반으로 제안 방

법이 해당 라미터간의 유사 여부 정을 정답지에 

맞게 정확하게 단한 비율을, 오분류율은 그 지 못

한 경우를 의미한다.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존의 

bi-gram을 사용한 알고리즘은 54%의 낮은 성능을 보

이지만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75.4%의 높은 성능을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알고리즘인 bi-gram 

알고리즘은 단순히 단어의 구조만을 비교하기 때문에 

약어 는 같은 회사의 Open API 라미터는 비교  

정확하게 단하지만, 의미가 같은 다른 회사의 Open 

API 라미터는 정확히 단하지 못하는 문제 과 

라미터에서 사용되는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 를 들

어 'Geo', 'Location' 과 같은 단어는 유사한 것으로 

단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이와 달리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알고리즘과 달리 높은 정확

도를 보이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 다. 하지만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빈도수에 의해 상호정보량의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미 없이 반복되는 단어에 의

해 그 정확도가 낮아 질 수 있는 문제 이 존재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화된 매쉬업 임워크를 개발

하기 한 요소 기술로써 상호정보량 기반의 라미

터 유사도 비교를 통한 라미터 유사 여부 단 방안

에 해 연구하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은 기

존의 bi-gram기반의 Open API 라미터 유사도 별 

방안 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 하 다. 하지만 상호정보량 기반의 분류는 빈도

수에 의해 상호정보량의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미 

없이 반복되는 단어에 의해 그 정확도가 낮아 질 수 

있는 문제 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는 더 높

은 정확도를 제공하기 해 상호정보량 도출 방안을 

수정한 Open API 라미터 비교 방안과 매쉬업 방안

에 해 연구를 진행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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