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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재 시맨틱 웹 서비스 발견에 대한 연구는 OWL-S를 중심으로 LARKS 프로젝트와 METEOR-S 프 

로젝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프로젝트들은 OWL-S의 발견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 

지 않고 발견 알고리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WL-S의 발견 요소 중 기존 연구 

에서 고려하지 않은 프로세스 구조 매칭 알고리즘과 METEOR-S 프로젝트의 QoS 매칭에 대한 알고리즘 

을 개선한 QoS 매칭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서비스 분류 매칭과 비즈니스 패턴 매칭을 새롭게 정의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 한 매칭 통합 알고리즘을 제 안한다.

ABSTRACT

OWL-S has a major leadership in the field of Web Service discovery and is being actively studied 
in LARKS and METEOR-S projects. These researches do not consider all components of OWL-S 
standards, and it is needed to enhance their discovery algorithms. In this paper, we propose matching 
algorithms based on process information such as process structure matching, service classification 
matching and business pattern matching algorithms. We also improve the QoS matching algorithm of 
METEOR-S project. Finally, we integrate these two kinds of matching algorithms as accommodate 
users preferences.

키워드: 시맨틱 웹, 지능적 웹서비스 발견, QoS (Quality of Service)

Semantic Web, Intelligent Web Service D iscovery, Q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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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현재 웹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WSDL 

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서비스 내역과 이용 

방식을 공시하고, 자신의 서비스의 존재를 

UDDI에 등록하여 공개한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자는 UDDI를 통해 필요한 웹 서비스 제 

공자를 검색하여 발견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WSDL을 분석하여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호 

출하고 이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재의 웹 서비스 발견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키워드 기반 질의만 가능하다. 서 

비스 이용자는 UDDI에 접근하여 원하는 서 

비스를 검색하는데 UDDI에서는 서비스 이 

름 기반의 키워드 검색만을 지원하므로 의미 

있는 검색을 할 수가 없다. "전자 상점에서 책 

을 파는 서비스들 중 핸드폰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찾아라.”와 같은 질의는 키워드 기 

반 검색만으로는 서비스의 의미를 고려한 검 

색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WSDL에는 서비스의 Input/ 

Output의 데이터타입만 정의가 되어있고 

Input/Output의 논리적 제약조건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세 이상의 나이［논리적 

제약조건］를 입력해야 이용할 수 있는 도서 

구매서비스를 찾아라.”와 같이 Input/Output 

의 논리적 제약조건이 들어간 질의에 대해서 

는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서비스에 대해 Input/Output 데 이 

터타입만이 정의되어있는 WSDL로는 웹 서 

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프로세스 구조에 대한 

질의를 할 수가 없다. "로그인 후 결제가 가능 

한 도서구매서비스를 찾아라.”와 같이 로그인 

프로세스와 결제 프로세스의 선후관계에 대 

한 질의가 가능하지 않다.

네 번째, QoS에 대한 질의가 가능하지 않 

다. 현재 UDDI에서는 QoS 요소에 대한 연구 

를 진행 중이다［8］. 그러나 아직 QoS를 이용 

하여 서비스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있지 않다. 따라서 "신뢰성이 90%이상, 가격 

이 $ 300 이 흐卜, 정확성 이 99 % 이상인 도서 구매 

서비스를 찾아라.”와 같이 웹 서비스의 질을 

고려한 매칭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웹 서비스 발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맨틱 웹 서비스가 나오게 되었 

다. 현재 시맨틱 웹 서비스 발견에 대한 연구 

는 초기 단계로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 및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 

다. LARKS 프로젝트［기와 METEOR-S 프 

로젝트［4］는 시맨틱 웹 서비스 발견에 있어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연구들이다. 이 두 프 

로젝트는 웹 서비스에 대한 시맨틱 웹 기반의 

온톨로지로 구성된 OWL-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0WL-S의 발견 

요소를 중심으로 두 프로젝트의 연구를 분석 

하여 문제점을 발견한다. 앞에서 제시한 질의 

예를 기반으로 서비스 검색에 필요한 요소들 

을 분석 한 후 매칭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들을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프로 

세스 정보를 이용한 매칭 알고리즘들을 제안 

한다. 또한 METEOR-S 프로젝트의 QoS매 

칭을 보완한 QoS매칭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매칭 

통합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지능적 웹 서비스 

발견 시스템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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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지능적 웹 서비스 발견에서 

사용되는 온톨로지와 그것을 이용한 지능적 

웹 서비스 발견 알고리즘의 연구에 대해 살 

펴본다.

2.1 지능적 웹 서비스 온톨로지

2.1.1 OWL-S

OWL-S는 OWL(Ontology Web Langu- age) 

기반의 웹 서비스 온톨로지 이다. 그리고 시맨 

틱 웹 서비스를 위한 마크업 언어로서 

DAML-S의 발전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자 

동적 인 웹 서비스의 발견, 조합, 실행을 가능 

하도록 하기위해 웹 서비스의 속성과 능력을 

기술할 수 있도록 정의한 대표적인 온톨로지 

이다. 현재 2004년 11월에 0WL-S 1.1 버전이 

발표된 상태 이다.

0WL-S에서 하나의 서비스는 서비스 프로 

파일(Service Profile), 서비스 모델(Service 

Model), 그리고 서비스 그라운딩(Service 

Grounding)으로 분류하여 정의되어 있다.

서비스 프로파일은 해당 서비스의 정의나 

기본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으며, 

서비스 모델은 해당 서비스의 상세한 기능 정 

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그라운딩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바인딩 

(Binding) 정보(실제 웹 서비스의 WSDL과 

의 매핑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웹 서비스 

발견 시 대부安 서비스 프로파일의 정보가 

이용되며,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프로세스 

의 상세 정보를 이용한 검색을 위해서 서비스 

모델 정보가 함께 이용된다.

〈그림 1〉은 OWL-S에서 웹 서비스 발견 시 

이용될 수 있는 매칭의 요소이다. 서비스 프 

supports

서비스 보네

Input/Output 
더! 이 터 타입

Input/Output
제약조건

서出스 이容

서出스 설명정보^^

一 一一由/

프로세스 

구조

서비스 그라

운딩

서비스 쓰로

1나일

(what to access it)

8二〉

3
7

〈그림 1> 0WL-S의 발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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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파일에서는 서비스의 기본적인 정보인 서 

비스 이름과 서비스 설명정보를 매칭에 이용 

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QoS에 

대해 매칭에 이용할 수 있다. QoS 요소로는 

서비스의 응답시간의 최대 값과 평균값이 정 

의되어있다. 서비스 모델에서는 서비스의 인 

터페 이스 정보인 Input/Output 데 이 터타입 과 

제약조건을 매칭에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프로세스들 간의 제어 구조를 

정의한 프로세스 구조를 매칭에 이용할 수 있 

다. OWL-S에서는 프로세스 제어 구조를 

Sequence, Split, Split+Join, Choice, Any-Order, 

Condition, If-Then-Else, Iterate, Repeat-While, 

Repeat-Until 이렇게 총 10가지로 구분된다.

2.1.2 TM-S

TM-S(Topic Maps for Services)는 ISO 국 

제 표준인 Topic Maps 기반의 시맨틱 웹 서 

비스 표현 모델로서 XTM(XML for Topic 

Maps)을 이용하여 정의한 온톨로지이다[2]. 

이것은 본 연구실에서 2003년에 수행한 연구 

의 성과로서 OWL-S의 이전형태인 DAML- 

S 온톨로지의 서비스 프로파일과 서비스 모 

델을 기반으로 MIT의 프로세스 핸드북 프로 

젝트의 온톨로지 특징을 추가하여 설계한 것 

이다.

MIT의 프로세스 핸드북 프로젝트 온톨로 

지는 온라인상의 비즈니스에 관한 지식 공유 

및 개발을 목적으로 5000개 이상의 프로세스 

를 정의한 것이다. 이것은〈그림 2〉와 같이 프 

로세스들 간의 구조적인 개념을 이용하여 분 

류하고 기술해 놓은 것이다.

2.2 지능적 웹 서비스 발견 알고리즘

지능적 웹 서비스 발견에 대한 연구는 

LARKS (Language for Advertisement and 

Request for Knowledge Sharing) 와 METEOR- 

S (Managing End-To-End OpeRation-Semantic 

web services and process) 프로젝트를 중심으

〈그림 2> 프로세스, 자원 등에 대한 상세 계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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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ARKS의 구성 요소

Context 키워드

Type 사용자 정의 데이터타입

Input/Output Input/Output 파라미터

InConstraints/ OutConstraints Input/Output 파라미터의 논리적 제약조건

ConcDefinitions 설명정보에서 사용된 단어에 대한 로컬 온톨로지상의 정의

TextD escription 설명정보

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지능적 웹 

서비스 발견을 위해 고려되고 있는 매칭 요소 

들과 매 칭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이들 연구들에서 제안한 발견 

요소를 웹 서비스 온톨로지의 사실상 표준인 

OWL-S의 발견 요소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2.2.1 LARKS 프로젝트

Carnegie Mellon 대학에서는 K. Sycara 교 

수를 중심으로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LARKS라는 자신들이 정의한 온톨로지 언어 

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매칭 방법을 개발하였 

다. LARKS는 OWL-S와 유사한 발견 요소를 

가지고 있다. LARKS1-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1〉의 언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매 

칭 요소를 가지고 매칭을 수행한다.

•키워드 기반 매칭

LARKS에는 OWL-S에서 서비스 이름에 

해당되는 Context라는 항목이 있다. 이것은 

그 서비스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키워 

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을 매칭 요소로 이 

용하여 키워드 기반 매칭을 수행한다.

• Input/Output 데이터타입 매칭

Input/Output 파라미터의 이름과 데 이터타 

입을 모두 고려한 매칭을 수행한다. 이름에 

대한 매칭은 자체적으로 구성한 Word 

Distance DB를 통하여 단어들 간의 거리 차 

이를 계산하여 매칭 유사도를 구한다. 그리고 

데이터타입에 대한 매칭은 공통적인 데이터 

타입 온톨로지를 통해 subtype 추론규칙을 이 

용하여 매칭 유사도를 계산한다.

• Input/Output 의 논리적 제약조건 

매칭

Input/Output의 논리적 제약조건은 Horn 

clause의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으卫로 논리 

적인 함축관계에 대한 매칭을 수행하기 위해 

^-subsumption 관계를 사용하여 매칭에 이용 

한다 [5].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OWL-S의 발 

견요소와 비교했을 때 LARKS 프로젝트는 

OWL-S와 공통적으로 서비스 이름, 설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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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0WL-S와 비교한 LARKS 프로젝트의 매칭 요소

X, Input/Output 데 이터타입에 대한 매칭을 

수행하지만 프로세스 구조와 QoS에 대한 매 

칭 알고리즘은 없다.

2.2.2 METEOR-S 프로젝트

METEOR-S 프로젝트는 Georgia 대학의 

A. Sheth 교수와 J. Miller 교수를 중심으로 개 

발된 것으로 OWL-S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매칭을 수행하고 있다.

•키워드 기반 매칭

OWL-S의 발견 요소 중 서비스 이름과 서 

비스 설명정보에 관해 키워드 기반 매칭을 수 

행한다. 서비스의 이름과 설명정보는 문자열 

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IR( Inform- ation 

Retrieval)에서 사용하는 TF-IDF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Weighting)방법을 사용하여 매칭의 유사도를 

구한다.

- Input/Output 데이터타입 매칭

Input/Output 파라미터의 이름은 고려하지 

않고 데 이터타입만을 고려하여 매칭을 수행 

한다. Input/Output 파라미터의 데이터타입 

에 대한 매칭은 데이터타입 온톨로지를 통해 

매칭 유사도를 계산한다. 질의와 서비스가 서 

로 같은 온톨로지에 해당되는지 다른 온톨로 

지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매칭 유사 

도를 구한다. 실제 서비스의 Input/Output 데 

이터타입이 질의로 준 Input/Output 데이터 

타입과 같거나 더 큰 범위 이면 손실이 없으므 

로 유사도 값 1을 갖게 되고 나머지의 경우는 

데 이터타입 온톨로지 상의 거리 차이와 그 데 

이터타입 을 구성 하고 있는 프로퍼 티 

(property)를 고려하여 매칭 유사도를 구한다.

• QoS 매칭

0WL-S에서는 QoS의 요소를 시간만 채택 

하였는데 METEOR-S 프로젝트에서는 시간 

에 추가적으로 가격과 신뢰성을 더하였다. 그 

리고 OWL-S에서는 QoS 요소의 값을 평균값 

과 최대값 만을 정의하였는데, METEOR-S 
프로젝트에서는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 이렇 

게 세 가지 값을 이용하여 QoS 매칭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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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0WL-S와 비교한 METEOR-S 프로젝트의 매칭 요소

한다.

QoS 매칭 유사도는 질의로 요청된 값과 찾 

아진 서비스 값 사이의 차이를 주축으로 계산 

된다.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OWL-S의 발 

견요소와 비교했을 때 METEOR-S 프로젝 

트에서는 OWL-S와 공통적으로 서비스 이르 

설명정보, Input/Output 데이터타입, QoS에 

대한 매칭을 수행하지만 프로세스 구조와 

Input/ Output 파라미터의 논리적 제약조건 

에 관한 매칭 알고리즘은 없다.

3. 지능적 웹 서비스 발견 

알고리즘

본 연구는 서론에서 제시한 질의 예를 기반 

으로 프로세스 정보를 이용한 매칭 알고리즘 

들과 QoS 매칭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프로세 

스 정보를 이용한 매칭 알고리즘들은 프로세 

스 구조 매칭, 서비스 분류 매칭, 비즈니스 패 

턴 매칭으로 구성된다. 이들 알고리즘은 기존 

의 연구들에서 제안하지 못한 것으로서 향상 

된 매칭의 정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인 METEOR-S 프로젝트의 QoS 

매칭을 분석한 후 QoS 매칭 결과에 대한 향상 

을 위해 보완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연구 

는 OWL-S의 웹 서비스 발견 요소를 Topic 

Maps로 표현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한다.

3.1 프로세스 정보를 이용한 매칭들

3.1.1 프로세스 구조 매칭

하나의 웹 서비스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 

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들은 

또 다시 하나 이상의 하위 프로세스들로 이루 

어질 수 있다. 이렇게 프로세스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웹 서비스에 대한 발견은 프로세스 

들의 구조까지도 고려해야 정확한 검색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도서 구매 

를 할 수 있는 두 서비스인데 한 서비스는 로 

그인의 과정 이 필요 없이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다른 하나는 로그인 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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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존 연구들과 본 연구와의 비교

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자. 이때 사용 

자가 로그인 후 결제를 할 수 있는 도서구매 

서비스를 찾아달라는 질의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구조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두 서비스의 차이를 알 수 

없고 사용자에게 정확한 결과를 줄 수가 없 

다. 따라서 매칭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구조를 고려한 매칭 이 필요하다[3]. 

현재 0WL-S에서는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의 구조를 Sequence, Split, 

Split+Join, Any-Order, Choice, If-Then-Else, 

Iterate, Repeat-While, Repeat-Until로 정의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질의의 관점에서 

프로세스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Sequence와 Any-Order를 Sequence구조로, Split 

과 Split+Join을 Parallel구조로 If-Then-Else 

를 Choice구조로 나누어 웹 서비스 발견 시 

사용한다. 0WL-S의 프로세스 구조 중 반복 

의 의미를 갖는 구조는(e.g Iterate, Repeat

While, Repeat -Until) 는 Sequence 구조、Parallel 

구조, Choice 구조 안에서 하나의 프로세스 단 

위로 처리된다. 웹 서비스의 Choreography 언 

어 인 WS-CDL에서도 이와 같은 세 가지로 

프로세스 구조를 나누고 있다[15].

- Sequence 구조

프로세스들 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구 

조이다. 반드시 프로세스들 간의 순서를 지켜 

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을 표현한다.

".'로그如 ]....... 이「十,,言希--]

〈그림 6> Sequence 구조 예

다음과 같은 질의에서 사용될 수 있다.

질의 예 : “로그인 후 결제를 하는 도서구 

매 서비스를 찾아라.”

로그인 후 결제를 하는 서비스와 결제 후 

로그인이 가능한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 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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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프로세스 구조를 통해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 Parallel 구조

둘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병렬적으로 처리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구조이다.

•v"패졸그、X岛

0벅재고품机제뺴

〈그림 7> Parallel 구조 예

다음과 같은 질의에서 사용될 수 있다.

질의 예 : "배송과 재고품 갱신이 병렬적으 

로 수행되는 도서구매 서비스를 찾아라.”

- Choice 구조

여러 프로세스들 중 한 프로세스만 선택하 

여 수행되는 구조이다. 한 프로세스가 수행되 

면 다른 프로세스는 수행되지 않아야 한다.

허*芻느 缪

〈그림 8> Choice 구조 예

다음과 같은 질의에서 사용될 수 있다.

질의 예 : “신용카드 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 

결제가 가능한 도서구매 서비스를 찾아라.”

결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여러 결제 수단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 

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결제 수단을 둘 이상 

선택하여 결제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기 때 

문에 프로세스 구조를 통해 구분해줄 필요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프로세스 구조는 매칭 속도 

의 향상과 효율을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웹 

서비스의 발견 이전 단계에서 처리를 한다. 

프로세스 인스턴스 파일(instance file)로부터 

프로세스 구조 정보를 추출하여 3가지 구조 

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킨다. 그리고 최 

소단위 프로세스인 Atomic프로세스들로 구성 

되어있는 Composite프로세스에 대해서는 

Composite프로세스를 구성하는 Atomic프로 

세스까지 확장하여 저장한다.

프로세스 구조 정보는 다음과 같은 테이블 

형식에 맞춰 저장한다.

- Sequence 구조

Sequence 구조는 OWL-S의 Sequence구조 

와 Any-Ordei구조를 포함하는 구조이므로 이 

〈그림 9> Sequence 구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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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구조에 대해 모두 처리해준다. 그리고 프 

로세스 A, B, C가 A-〉B, B-〉C의 순서를 갖 

는 구조일 경우 A-〉C의 구조까지 확장하여 

저장시켜 놓는다. 또한 Composite프로세스의 

경우는 Atomic프로세스까지 확장하여 모든 

경우를 저장시켜 놓는다.

Sequence 구조를 갖는 최상위 프로세스를 

RootProcess에 Sequence 구조를 갖는 선행 프 

로세 스를 Process에 후행 프로세 스를 

NextProcess에 저장한다.〈표 2〉는 

CNUBuyBookProcess가 Login 프로세스 다 

음에 Payment 프로세스를 수행해야함을 나 

타낸다.

〈표 2〉Sequence 구조 테이블

RootProcess Process NextProc 은
CNUBuyBookProcess Login Payment

- Parallel 구조

Parallel 구조는 OWL-S의 Split과 Split+Join 

을 포함하는 구조로 이 두 구조에 대해 처리 

해 준다.

Parallel 구조를 갖는 최상위 프로세스를 

RootProcess에 저장하고 병렬적으로 수행해 

야 할 프로세스를 ParallelProcess에 저 장한다. 

그래서 같은 RootProcess를 갖는 ParallelProcess 
들은 병렬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Sequence 구조에서 와 같이 ■ Composite프로세 

스의 경우 Atomic프로세스까지 확장하여 저 

장시킨다.〈표 3〉은 CNUBuyBook Process는 

D elivery 프로세스와 UpdateStock 프로세스 

를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를 가진다는 것 

을 보여준다.

〈표 3> Parallel 구조 테이블

RootProcess ParallelProcess
CNUBuyBookProcess D 이 ivery

CNUB 니 yBookProcess UpdateStock

- Choice 구조

Choice 구조는 OWL-S의 If-Then-Else구조 

를 포함하는 것으로 If-Then-Else의 조건부분 

을 제외하고 선택 가능한 프로세스들을 저장 

한다.

Choice 구조를 갖는 최상위 프로세스를 

RootProcess에 저장하고 선택 가능한 프로세 

스들을 ThenProcess와 ElseProcess에 저장한 

다. Sequence 구조에서와 같이 Composite프로 

세스의 경우 Atomic프로세스까지 확장하여 

저장시킨다.〈표 4〉는 CNUBuyBookProcess 

는 Payment Credit- Card 프로세스 또는 

PaymentOnlineBank- ing 프로세스를 선택하 

여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

〈표 4> Choice 구조 테이블

RootProcess ThenProcess ElseProcess
CNUBuyBookProcess PaymentCreditCard PaymentOnlineBanking

이렇게 저장된 프로세스 정보는 사용자가 

프로세스 구조에 대한 질의를 요청했을 때 프 

로세스 정보가 저장된 데 이터베 이스에 직접 

접근하여 빠른 매칭 결과를 사용자에 게 보여 

줄 수 있게 한다.

프로세스 구조에 관한 매칭은 다음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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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진다. 사용자의 질의로 입력받은 

프로세스 구조와 이름을 통해 프로세스 구조 

데 이터베 이스에 접근하여 Select연산을 수행 

한다. 프로세스 구조별로 프로세스 이름과 프 

로세스 구조 정보를 저장해두었기 때문에 질 

의로 입력받은 프로세스가 구조에 맞는지 검 

사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진다.

3.1.2 서비스 분류 매칭

웹 서비스들은 서비스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MIT의 프로세스 

핸드북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세스에 대한 관 

계, 상세 정보 등을 구조적인 개념을 이용하 

여 기술하고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 

에 아이디어를 얻어 e-비즈니스의 관점에서 

한정지어 서비스를 보는 관점에 따라 서비스 

분류 온톨로지를 작성한다. e-비즈니스에서 

는 판매에 관련된 서비스 구매에 관련된 서 

비스, 결제에 관련된 서비스, 인증에 관련된 

서비스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듯 서비스가 

하는 일의 의미적 관점에 따라 최상위 서비스 

분류로 나눈다. 그리고 그 분류 내에서는 다 

른 관점으로 서비스의 분류를 나눈다. 예를 

들면 판매서비스의 경우 어떻게 판매하는지 

에 대한 분류가 있을 수 있고 무엇을 판매하 

는지에 대한 분류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누구 

에게 판매하는지에 대한 분류가 있을 수 있 

다. 이렇게 세부 분류를 나누고 서비스 분류 

에 대한 온톨로지를 작성해 놓으면 서비스를 

관점에 따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한다.

• 서비스 분류 질의 예

〈그림 10〉은 "전자상점을 통해 [How Sell?] 

책을 파는[What Sell?] 서비스를 찾아라." 라 

는 질의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상점을 통해' 

는 'SellViaElectronicStore' 로, 책을 파는' 은 

'SeiiBook'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서비스 분 

류 온톨로지에서 선택한 분류는 다음과 같은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오는데 이용된다.

Sell
SellHow?(scope)

SeilViaStore □
SaiViaPhysic 기 Stme □
S디IVia티ecWonicStore I호

SeSIViaFace-to-FaceSales □ 
SellWhat?(scope)

SellProductD
SeHComputerD
SellBook0

S 이 IS 햖 rvicB □ 
SellToWhom?(scope)

SellToBusinessO 
SellToCustorners □

Buy
Pay
Identify

〈그림 10> 서비스 분류

• 서비스 분류 매칭 알고리즘

서비스 분류 온톨로지는 서비스를 여러 관 

점에 따라 분류한 것이므로 한 서비스가 여러 

분류에 속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의 

로 여러 분류를 선택하였을 경우 이들 간의 

관계를 구분해주어 야 한다.

서비스 분류 온톨로지의 특성에 따라〈그 

림 11〉의 1과 같이 최상위 분류끼리는 OR관 

계를 가진다. 그리고〈그림 11〉의 2에서와 같 

이 같은 최상위 분류내의 세부 분류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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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R

〈그림 2〉서비스 분류 매칭 알고리즘

는 AND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먼저 같은 최 

상위 분류내의 세부 분류 중 선택된 것을 모 

두 만족하는 서비스를 찾고, 다른 최상위 분 

류를 만족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매칭 결과 

에 추가시켜 매칭을 수행한다.

3.1.3 비즈니스 패턴 매칭

ebXML에서는 B2B 비즈니스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은 다음의 6가지 패턴중 

하나에 속한다고 정의한다[9].

• 비즈니스 패턴

-Business Transaction

Business Transaction 패턴은 계약 성립에 

대한 비즈니스 트랜잭션 프로세스를 모델링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주문하는 프로 

세스가 이 패턴에 속한다.

-Request/Confirm

Request/Confirm 패 턴은 상태 정보에 대 한 

비즈니스 트랜잭션 프로세스를 모델링 한 것 

이다. 예를 들어 물건이 주문된 상태를 획득 

하는 프로세스가 이 패턴에 속한다.

-Request/Response

Request/Response 패 턴은 동적 인 정 보에 대 

한 비즈니스 트랜잭션 프로세스를 모델링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파는 판매자의 ID 
를 획득하는 프로세스가 이 패턴에 속한다.



프로세스 정보와 QoS를 고려한 웹 서비스 발견 97

-Query/Response

Query/Response 패턴은 정적인 정보 대한 

비즈니스 트랜잭션 프로세스를 모델링 한 것 

이다. 예를 들어 카탈로그 정보를 획득하는 

프로세스가 이 패턴에 속한다.

-Notification

Notification 패턴은 공지된 비즈니스 정보 

의 교환과 받은 비즈니스에 대한 확인정보의 

리턴(return)을 나타낸다. 이 패턴은 공식적 

인 정보 교환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모델링하 

기 위해 사용된다.

-Information D istribution

Information D istribution 패턴은 요청한 비 

즈니스 정보의 교환과 받은 비즈니스에 대한 

확인정보에 대한 리턴을 정의한다. 이 패턴 

은 Notification과 달리 비공식적인 정보 교환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 

된다.

이러한 위의 6가지 비즈니스 패턴은 서비 

스가 정확히 어떠한 목적에 맞게 모델링 되어 

있는지를 지정해주는 것으로 서비스의 내부 

구조를 보지 않고도 간단하게 비즈니스 트랜 

잭션 모델링의 관점에 따라 서비스를 발견해 

낼 수 있다.

질의 예로 "Business Transaction 패턴으로 

모델링 된 서비스를 찾아라."를 한다면 

Business Transaction 패턴이 일반적인 계약 

성립에 관한 비즈니스 패턴을 나타내는 것이 

므로 계약과 관련된 동작을 하는 서비스를 찾 

아낼 것이다.

• 비즈니스 패턴 매칭 알고리즘

서비스나 그 서비스를 구성하는 프로세스 

를 정의할 때에 비즈니스 패턴을 함께 정의해 

줌으로써 질의로 준 비즈니스 패턴이 실제 서 

비스의 패턴과 일치하는지를 exact 매칭을 통 

해 알 수 있다. 비즈니스 패턴은 프로세스의 

인스턴스(instanceOf)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프로세스의 인스턴스 부분만 체크하여 매칭 

을 수행한다.

3.2 QoS 매칭

QoS는 웹 서비스의 기능이 아닌 질적인 면 

을 고려한 요소이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수 

많은 웹 서비스들이 존재할 때에는 QoS 매칭 

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 

스의 질이 좋은 것을 찾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2.1 QoS 요소

현재 웹 서비스에서 QoS의 요소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웹 서비스에서 웹 서비스의 등록과 검색을 

담당하고 있는 UDDI에서는 웹 서비스에서 

필요한 QoS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8].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QoS요소를 

가지고 있다.

- 요청의 수 : 일정기간동안 서비스가 요청 

된 수

- 응답의 수 :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가 응답 

된 수

- 실패의 수 : 일정기간동안 서비스 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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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된 수

- 마지막 갱신 시간 : 서비스가 가장 최근 

에 갱신된 시간

그리고 시맨틱 웹 서비스의 사실적 표준인 

OWL-S에서도 현재는 간단하게 응답시간에 

관해서만 QoS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능 

적 웹 서비스 매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METEOR-S 프로젝트에서는 가격, 시 

간, 신뢰성에 대해서 QoS 매칭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QoS 요소들을 참고하 

여 모두 수렴한다.

• 본 연구의 QoS 요소

- 가격(Cost)
웹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재 

정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이 

다. METEOR-S 프로젝트의 QoS 요소를 참 

조하였다.

- 시간(Time)
웹 서비스의 응답 시간으로 지연 시간 

(delay time)과 처리 시간(process time)의 합 

으로 계산된다. OWL-S와 METEOR-S 프로 

젝트의 QoS 요소로 공통적으로 있다.

- 신뢰성(Reliability)

웹 서비스가 시스템의 실패(failure)없이 얼 

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신뢰성은 0이상 1 이하의 값(확률)을 가진다. 

METEOR-S 프로젝트의 QoS 요소를 참조 

한다.

- 정확성(Accuracy)
웹 서비스의 실행 시 얼마나 오류(error)없 

이 실행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확률이다. 

UDDI의 QoS 요소 중 응답의 수에서 실패의 

수를 뺀 값이 정확성의 개념으로 수렴한다.

- 7}^용•성(Availability)
어떤 특정한 순간에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낸다. UDDI의 QoS 요소 중 

응답의 수와 요청의 수의 비율이 가용성의 개 

념으로 수렴한다.

- 마지막 갱신 시간(Last Update Time)
웹 서비스가 마지막으로 갱신된 시간을 나 

타낸다. 이것은 웹 서비스가 얼마나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는지를 나타낸다. UDDI의 QoS 

요소를 참조한다.

3.2.2 QoS 매칭 알고리즘

웹 서비스에 대한 QoS 요소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QoS 요소를 

가지고 웹 서비스 발견 매칭에 이용하는 연구 

는 METEOR-S 프로젝트에서만 수행되었다. 

따라서 METEOR-S 프로젝트의 QoS 매칭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본다.

• METEOR-S 프로젝트의 QoS 

매칭 알고리즘

시간, 가격, 신뢰성 이렇게 세 가지 QoS 요 

소에 대해 각각이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을 

가진다. 이들 값을 가지고 QoS의 유사도를 구 

하는데 이용한다.

사용자의 질의에 해당되는 것을 ST(Service 

Template)라고 하고 실제 웹 서비스의 정보 

를 담고 있는 것을 SO (Service Object) 라고 한 

다. ST와 SO의 유사도는 OpSimilarity(ST,SO) 

의 함수에 의 해 계 산된다. . Op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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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___ _ __ __ |min(SO,qos(dim))-min(ST.qos(dnn))|
dcM(ST,SO,dim) = 1 - ! m^STqos(dim))

〈수식 1> dcd값 계산식

QoSdimD(ST,SO,dim)=
%cdm、(ST,SO,dim)*dcd ，g(ST,SQdim)*dcM(ST,SO,dim)

〈수식 2> QoSdimD값 계산식

OpSunilanty(ST,S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흐QoSdimD(ST,SO,time)*QoSdimD(ST,SO,cost)*QoSdimD(ST,SO,reliability)

〈수식 3> OpSimilarity값 계산식

(ST,SO)의 값은 0과 1 사이의 값으로 계산되 

는데 1에 가까울수록 S。가 ST에 더 유사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OpSimilarity(ST,SO)는 먼저〈수식 IX牛 같 

이 QoS 요소 별 최소, 평균, 최대 값에 대해 

질의와 서비스의 거리 차이로 dcd값을 구한 

다. 그리고 dcd값을 바탕으로〈수식 2〉와 같 

이 최소 평균, 최대 값의 제곱근을 구함으로 

써 평균값의 의미인 한 요소의 QoSdimD값을 

구한다. 마지막으로〈수식 3〉의 방법으로 모 

든 QoS 요소의 QoSdimD 의 제곱근으로 전체 

QoS 유사도를 구한다.(참고: dim은 QoS 요 

소인 시간, 신뢰성, 가격에 변수이며, 변수의 

값은 qos(dim)로 정의하여 표기한다. 예를 들 

어, qos(time) 은 time에 대한 값을 말한다.)

위의 METEOR-S 프로젝트에서 향상된 

QoS 매칭 알고리즘을 위해 고려해 야 할 사항 

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METEOR-S의 QoS 매칭 알고리즘 

은 사용자가 정의한 값에 유사한 서비스를 찾 

아준다. 일반적으로 QoS 매칭은 사용자가 서 

비스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검색된 결과들 

에서 서비스의 질이 좋은 것을 찾는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METEOR-S의 QoS 알고

알고리즘 고려사항 1〈표 5> METEOR-S의 QoS 매칭

신敬썽 Mr Avg Max
짊의 90 94 99
S1 90 93 99
S2 90 98 99

질의와 의 차이 0 1 0
질의와 S2외 차이 0 4 0
S1 의 QoS 유사도 0.995
S2의 QoS 유사도 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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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METE0R-S의 QoS 매칭 알고리즘 고려사항 2

:가격 Min Avg Max \
\

\질의 200 250 300
S1 200 240 300 \

S2 200 290 300 \

질의와甲의 차이 0 10 0 \ 전체 유사도

질의와 S2의 차이 0 50 0 甲의 유사도 0.973

신뢰성 Min Avg Max S2의 유사도 0.957
질의 90 94 99 /
S1 87 96 98
S2 90 94 99 /

질의와 甲의 차이 3 2 1
질의야 S2의 차이 0 0 0 /

리즘을 이용한 검색 결과는 사용자가 질의한 

QoS 값과의 유사도가 높지 만, 질 좋고 선호도 

가 높은 서비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못한다 

는 것이다.

〈표 5〉의 예에서 보면 S2의 신뢰성 이 S1 의 

신뢰성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METEOR-S 프 

로젝트의 QoS 매칭 알고리즘으로 계산하면 

S1 이 S2보다 상위에 랭크하게 된다. 따라서 

질 좋은 서비스가 상위에 랭크될 수 없는 문 

제가 있다.

둘째는 특정 한 요소가 전체 유사도를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뢰성의 경우는 

0〜100사이의 값만 가능하지만, 가격이나 시 

간은 값의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값의 특성상 요소의 값의 차이가 많이 날수도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숫자의 차 

이로만 유사도를 계산하므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표 6〉에서와 같이 원래 가격은 숫자의 

범위가 크고 신뢰성은 숫자

의 범위가 작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 

문에 전체 유사도를 구할 때 신뢰성의 유사도 

값은 전체 유사도를 계산하는데 영향을 미치 

지 못하게 된다.

• 본 연구의 QoS 매칭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METEOR-S 프로젝트의 

QoS 매칭 알고리즘을 보완할 수 있는 QoS 매 

창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QoS 매칭 알고리즘은 QoS 요소 

의 값 중 평균값만을 선택하여 매칭에 이용하 

고 전체 QoS 점수가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고 

질 좋은 서비스라고 가정한다.

QoS 매칭은 다음의 순서로 수행된다.

① 다수의 서비스들 중 사용자 질의 범위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선택한다.

② QoS 요소의 값을 값의 특성에 따라 조 

정한다.

QoS 요소의 값을 조정하는 이유는 QoS의 

순위가 높더 라도 질 좋고 선호도가 높은 서비 

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해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QoS 요소들에 대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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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값의 특성을 가정으로 한다•

- QoS 요소의 값이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 

은 것 : 가격, 시간

- QoS 요소의 값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 

은 것 : 신뢰성, 정확성, 가용성, 마지막 

갱신 시간

이렇게 특성 이 다른 요소를 QoS 점수가 낮 

을수록 선호도가 높고 질 좋은 서비스라는 가 

정에 맞추기 위해서 QoS 요소의 값이 높을수 

록 선호도가 높은 것의 값을 조정해주어 야 한 

다. 따라서 신뢰성, 정확성, 가용성, 마지막 갱 

신 시간에 대한 QoS 요소 값 조정 이 필요하 

다 신뢰성, 정확성, 가용성의 경우는 최대 값 

인 100%에서 QoS 요소의 값을 빼서 값을 조 

정한다. 그리고 마지막 갱신 시간은 현재 시 

간에서 QoS 요소의 값을 빼서 값을 조정한다.

- 신뢰성，정확성, 가용성 ： 100 - QoS 요소 값

- 마지막 갱신 시간 현재 시간 - QoS 요소값 

예를 들어 가격 이 $250이고 신뢰성 이 95%

인 서비스가 있다면, 가격의 경우는 그대로 

250의 값을 사용하고 신뢰성의 경우는 값이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라는 것을 나 

타내기 위해 1质에서 95를 뺀 5로 그 값을 조 

정해 준다.

이렇게 QoS 요소별로 값의 특성을 반영하 

여 요소 값을 조정하고 나면 QoS 점수가 낮 

을수록 선호도가 좋은 서비스라는 가정을 만 

족하게 된다.

③ 표준값을 계산한다.

QoS 요소의 값을 조정하고 난 뒤 특정 한 

요소가 전체 유사도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 

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값을 계산한다.

표준값［1］은 한 서비스의 QoS 요소의 값이 

전체 서비스들의 QoS 요소 집단에서 어느 정 

도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일반적인 표준 

값 계산 방법은 Z점수와 T점수가 있다. Z점 

수는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하는 점수이 

고, T점수는 음수나 소수로 표현되는 Z점수 

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평균을 50, 표준 

편차를 10으로 흐｝는 점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T점수를 사용하여 표준값을 계산한다.

T(Sl,cost)- ["으쯔흐프jx 10+50

(SI .C3t-m)2+(S2.co$t-m)* *.. +(SiL8$t-m)2
서 n

m= 평균,n= 서비스와 개수

〈수식 4> 표준값 계산식

④ 전체 QoS 점수를 계산한다.

QoS 요소들의 표준값의 합으로 전체 QoS 

점수를 구한다.

⑤ 전체 QoS 점수를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 

한다

전체 QoS의 점수는 0〜600사이의 값으로 

오름차순 정 렬을 통해 가장 작은 값이 최상위 

에 랭크되도록 한다.

• 본 연구의 QoS 매칭 알고리즘 

적용예

- 질의 : 가격이 $600 이흐卜, 신뢰성이 85%이 

상인 서비스에 대해서 QoS 매칭을 수행하라.

서비스 S1 부터 S7까지 7개의 서비스가 있 

을 때, 먼저 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 

스 S7을 제거한다. 그리고 신뢰성에 대해서는 

QoS 요소의 값을 조정한다. 다음으로 가격과 

신뢰성의 표준값을 구해 두 요소의 표준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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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QoS 매칭 알고리즘 적용 예

온］ S2 S3 $4 S5 옸& S7
가 격 250 250 300 350 550 570 '650,'
신뢰성 95 97 90 90 85 99 \8。

가격 표준값 40.35 40.35 44.11 47.87 62.91 64.41 V

신뢰성 표준값 39.74 39.51 40.33 40.33 40.91 39.27 /\

전체 QoS 점수 80.09 79.86 84.44 88.20 103.82 103.68

QoS 순위 1 3 4 容， .• t..;.

Georgia 대학 

의 QoS 순위
5 6 4 3 1 2

합으로 전체 QoS 점수를 계산한다. 그리고 오 

름차순으로 정렬하여 QoS 순위를 구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QoS 매칭 알고리즘이 

적용된 예를 보면 다음의 특징을 알 수 있다•

- (S1.S2) : METEOR-S 프로젝트의 알고 

리즘으로 QoS 순위를 구했을 때 서비스 S1 과 

서비스 S2의 가격이 같을 경우 신뢰성이 더 

작은 서비스 S1 이 더 신뢰성 이 좋고 선호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반면 본 연구에 

서 제안한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신뢰성 

이 더 큰 서비스 S2의 신뢰성 이 더 좋고 선호 

도가 더 높다는 올바른 결과를 나타낸다•

- (S3,S4) : METEOR-S 프로젝트의 알고 

리즘으로 QoS 순위를 구했을 때 서비스 S3와 

서비스 S4의 신뢰성이 같을 경우 가격이 더 

비싼 서비스 S4의 선호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매 

칭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가격 이 더 싼 서비스 

S3가 서비스의 질이 더 좋다는 올바른 결과를 

나타낸다.

- (S5.S6) : METEOR-S 프로젝트의 알고 

리즘으로 QoS 순위를 구했을 때에는 단지 숫 

자의 차이로만 계산하므로 서비스 S5오  서비 *

스 S6의 가격의 차이는 20, 신뢰성의 차이는 

14가 나게 되어 신뢰성의 차이는 반영 이 되지 

못하게 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값의 범위의 특성을 반 

영하여 표준값으로 조정하였을 때 가격 이 1.5, 

신뢰성이 1.64의 차이가 나게 되어 전체 QoS 

점수에 신뢰성의 값이 반영 이 되는 올바른 결 

과를 나타낸다.

4. 지능적 웹 서비스 발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4.1 지능적 웹 서비스 발견 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 구현한 지능적 웹 서비스 발견 

시스템은〈그림 12〉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 

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질의를 

입력받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고, 입력받 

은 질의를 매칭 필터에 따라 실행 계획을 세 

우고 매칭 필터를 호출하는 질의 처리기가 있 

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저장매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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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지능적 웹 서비스 발견 시스템 구조

저장되어 있는 서비스 정보를 추출해 와서 직 

접 매칭을 수행흐｝는 매칭 엔진이 있다 이 매 

칭 엔진을 통해 검색된 서비스들의 결과는 결 

과 처리기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 

태로 변환된다. 그리고 질의 시 가중치를 준 

매칭 요소가 있다면 결과 처리기에서 가중치 

를 고려하여 결과에 대 한 순위를 계산하여 유 

사도가 높은 순서대로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翦잉任） 편자您） 보:，｝以겨羹기도구도횰臥陌

敵^^^^^^帽街网

지上저 I1! 사瑯스 卩겨 시스的

Self □
Se 画。w?(scope)

StiltViaStoceO
SellVia 아lysicatSiore □
SeilViaEleiJranicSiare &i

SellViaFace-to-FaceSaies Ci
SellWhal?(scops)

SellProductn
SellComputer CJ
SellBookB

SbIIS ervIcsO
! SeilToWhomVlscoDe)

■Buy □
Bu^WhsiKscope) 
BujHow?(scope)

Pay L：1
PayByWhaNedh，m?(::cope)

Pay타ectronic히ly ［J
PsvElectronicallvUsingEscraw
PavUsingCrsditCsrtJ 技

PavUsingCelluiarPhone □
DeliverPaymeniViaEDI □

PayPhy 하 caltv O 
PasiForWhat?(scope)

!서비스 아픔

서비스 설영정보

Jnput 파가미 曰 이 곰

Input 대이E）타입 

情。板 朔이터타입 제약조건

Output 이 专

Output 데이터탁잉

Output 데이터타입 鬲약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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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

가#성 0 „.. .._

: 마X］막 갱신시간 :竺:U-?시3：囱

■ I(?serVIi^e.tiasPtscar'd> 11 on. VaI idAccountExistsJ,
:l(7serviceha'：Ptscondi t ion.Vai idCredilCardExlsts) 
；!-• {/eervice. allocsdloBuy. Book)

馄러

%

비츠나스 硼틴

%

가会치 선택
정财修 X소咕〉済，C 卜扌 f

£!esr i f S&wcfi j

〈그림 13>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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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 이스는〈그림 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질의할 수 있 

다. 서비스를 보는 관점에 따라 분류해 놓은 

서비스 분류 온톨로지를 왼편에 두어 사용자 

가 쉽게 정확하게 찾고자 하는 서비스를 질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른편에는 상세 질의를 

직접 입력한다.

4.3 질의 처리기

질의 처리기는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통해 

들어온 질의를 어떠한 순서로 수행할지에 대 

한 질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리고 그 질의 

계획에 따라 각 매칭 필터를 호출하여 질의를 

처리한다.

질의 계획을 세울 때에는 질의 처리 효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매칭 요소의 특성상 매칭 

속도가 빠른 필터가 있고 매칭 속도가 느린 

필터가 있다. 따라서 계산량이 많은 

Input/Output 데 이터 타입 필터와 QoS 필터 

는 다른 필터들 보다 늦게 처 리하고 추론규칙 

과 서비스 분류의 경우 적은 계산량으로 높은 

질의 처 리 효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필터 

들보다 먼저 처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의 처리기는 질의 속 

도와 효율을 고려하여 주론규칙, 서비스 분 

류, 프로세스 구조, 비즈니스 패턴, 서비스 이 

름, 서비스 설명정보, Input 데 이터타입 

Output 데 이 터타입 , QoS의 순서로 질의 처 리 

계획을 세우고 해당 필터를 호출하여 질의를 

처리한다.

4.4 매칭 엔진

매칭 엔진은 질의 처리기에서 넘어온 질의 

에 대해 매칭 필터를 사용하여 본격적 인 매칭 

을 수행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매칭 필터 

는 3장에서 설명한 지능적 발견 알고리즘을 

구현한 매칭 필터（서비스 분류 필터, 프로세 

스 구조 필터, 비즈니스 패턴 필터, QoS 필터） 

와 0WL-S의 발견 요소（서비스 이름과 설명 

정보 필터, Input/Output 데 이터타입 필터, 추 

론규칙 필터）로 구성 이 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서비스 분류 필터, 프로세스 

구조 필터, 비즈니스 패턴 필터, QoS 필터의 

설명은 3장의 알고리즘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제외하고, 서비스 이름과 설명정보 

필터, Input/Output 데 이터타입 필터, 추론규 

칙 필터에 대해 설명한다.

• 서비스 이름과 설명정보 필터

서비스의 이름과 설명정보는 문자열로 구 

성 이 되어있다. 문자열 매칭의 경우 exact 매 

칭을 할 경우는 너무 제한된 매칭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유연한 매칭을 위해 

TF-IDF방법 ［11］을 사용한다. 토픽 맵의 문 

자열 검색을 위해 OKS 엔진［1 이에서 제공하 

는 fulltext 검색을 사용하여 0〜 100사이의 유 

사도 값을 구한다.

- Input/Output 데 이터타입 필터

Input/Output 데이터타입 필터는 이름, 데 

이터타입, 제약 패싯, 이렇게 세 요소의 매칭 

유사도를 통합하여 0〜1사이의 전체 Input 

/Output 데 이터타입 유사도를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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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U = a^SilBname + PzSmitype + yXSmbaiue

0+ 6 = 1 (。，艮 y:O~f 사이 , 각 요소의 가즁R)

〈수식 5> InpuVOutput 데이터타입 유사도

이름의 경우는 서비스의 이름과 설명정보 

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fulltext 검색을 사용하 

여 구현한다. 그리고 데이터타입 매칭은 

METE0R-S 프로젝트의 매칭 방법을 이용 

하여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XSD (XML Schema Part2 : 

Datatypes) ［16］의 데 이터 타입을 제한하는 

제약 패싯매칭은 데이터 타입의 값들을 열거 

해 놓은 enumeration과 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maxln이usive, maxExclusive, minlri이usive, 

minExclusive의 처리를 위해 Jena［이의 데이 

터타입 처리 API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이렇게 이름, 데이터타입, 제약 패싯을 모두 

고려한 매칭을 수행하여 이름으로 매칭되지 

않더라도 데이터타입이나 제약 패싯에 의한 

매칭이 있으면 검색되어지도록 유연한 매칭 

을 구현한다.

•추론규칙 필터

현재 OWL—S에서는 SWRL(Semantic 

WebServices Rule Language) ［14］을 사용하여 

서비스에 대한 추론규칙을 정의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SWRL은 0.7 draft 버전이 발 

표된 상태의 최신의 언어이므로 아직 처리 툴 

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ext형태로 룰(rule) 

을 표현하고 RDF, OWL에 대해 추론규칙을 

처리할 수 있는 RETE 엔진을 포함하고 있는 

Jena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회원가입을 하 

고 신용카드가 있어 야［pre condition］ 책 구매 

가 가능한 서비스를 찾아라.”와 같은 질의는 

다음의 추론규칙에 의해 질의될 수 있다.

(?service, hasPreconition, ValidAccoutExists), 
(?service, hasPreconition, ValidCreditCardExists) 
스) (?service, allowedToBuy, Book)

서비스나 프로세스의 조건은 해당 토픽의 

rule이라는 scope으로 한정되어있는 이름 부 

분에 text형태로 룰이 정의되어있다. 따라서 

추론규칙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을 때에는 

RETE엔진을 통해 처리하도록 구현한다.

4.5 결과 처리기

결과 처리기는 매칭 엔진을 통해 구해진 각 

각의 결과들을 통합하여 결과를 정렬하여 사 

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각 매칭 필터별로 구해진 매칭의 결과는 유 

사도를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은 것으 

로 나뉘어 진다.

- 유사도 값이 없는 경우 : 서비스 분류 필 

터, 추론규칙 필터, 프로세스 구조 필터, 트랜 

잭션 패턴 필터

- 유사도 값이 있는 경우 : 이름과 설명정 

보 필터, Input/Output 데 이터타입 필터, QoS 

필터

유사도 값이 없는 경우는 결과 통합 시 고 

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사도 값이 있는 경 

우는 각기 유사도의 값의 범위가 다르므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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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값을 통합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 매칭 유사도 통합 알고리즘

매칭 유사도 값이 있는 경우 유사도 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이름과 설명정보 필터의 유사도(Sname, 

Sdesc) : 0-100 사이의 값

- Input/Output 데 이터타입 필터의 유사도 

(Sinput, Soutput) : 0~1 사이의 값

- QoS 필터의 유사도(Sqos) : 0-600 사이 

의 값 값이 작을수록 상위에 랭크

이렇게 각기 다른 매칭 유사도를 통합하기 

위해 각 필터 별 유사도를 값이 클수록 상위 

에 랭크되도록 하고 0〜100사이의 값으로 조 

정하였다. 조정된 값을 N이라 한다.

-Nname, Ndesc : (Sname, Sdesc) *1

-Ninput, Noutput : (Sinput, Soutput) *100  

-Nqos : (600 - Sqos) *1/6

그리고 사용자의 가중치 입력이 있을 때에 

는 가중치를 부여받은 필터의 유사도에 가중 

치 값 3을 곱하여 W값을 구한다. 가중치를 부 

여받지 않은 필터는 N의 값과 같다.

W ： N * 3
이렇게 구해진 모든 필터의 유사도를 각 서 

비스 별로 모두 더하여 전체 유사도인 Total 

을 구한다. 전체 유사도 Total의 값을 내림차 

순으로 정렬하여 값이 클수록 상위에 랭크되 

도록 한다.

〈표 8〉은 QoS에 가중치를 주고 서비스 이 

르 Input 데이터타입, 그리고 QoS에 대한 매 

칭 결과 유사도를 통합하여 순위를 구한 예 이 

다. 원래 매칭 요소의 유사도를 0 ~100사이로 

조정한 후 QoS에 가중치 값 3을 곱하고 각 요 

소의 유사도 값을 더해 전체 합계를 구하였 

다. 그리고 합계가 큰 것이 상위에 랭크되도 

록 순위를 구한다. 이로써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최선의 서비스가 상위에 랭크되도 

록 결과를 새롭게 구성한다.

위의 방법으로 구한 유사도 통합 순위에 따 

라 순서대로 매칭 결과를 보여준다.

〈표 8> QoS에 가중치를 준 매칭 유사도 통합 예

S1 S2 ：S3..: S4
X 1 (

CJ 
아tame 99 90 85 70 50

서버스이름〉 Mia me 99 90 85 70 50
'시name 99 90 85 70 50

: 备即 X 1혀｝ (

Input 》 

xl (

c 
^input 0.75 0.3 0.5 0.7 0.8
N 75 30 50 70 80
'시 input 75 30 50 70 80

(600-S^J x 1/6 6 Q 
아 qos 400 150 300 250 500

QoS » Nqg 33.33 75 50 58.33 16.67
*3 V

Wqg 99.99 225 150 174.99 50.01
합계 Tot 지 273.99 345 285 314.99 180.01

: 舍희 4 1 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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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그림 14〉에서와 같이 매칭 유사도 

가 높은 순서대로 차례로 서비스를 보여준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기본 정보인 서비스 이 

름, ObjectID, 서비스 설명정보, QoS 요소의 

값을 보여준다. 또한 상세히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길 원하는 사용자를 위해 XTM으로 

서비스가 정의되어있는 파일을 볼 수 있다

5.결  론

본 연구는 지능적 웹 서비스 발견을 위하여 

사실상 시맨틱 웹 서비스 표준 온톨로지인 

0WL-S의 매칭요소를 기반으로 매칭 알고리 

즘을 개발하였다. 0WL-S의 발견 요소로는 

서비스 이름, 서비스 설명정보, Input/Output 

데 이터타입, Input/Output 제약조건, 프로세 

스 구조, QoS가 있다. 그러나 현재 지능적 웹 

서비스 발견에 대해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는 

LARKS 프로젝트와 METEOR-S 프로젝트 

에서는 웹 서비스의 발견을 할 때 OWL-S의 

발견 요소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0WL-S의 발견 요소 중 

LARKS 프로젝트와 METEOR-S 프로젝트 

에서 연구하지 않은 프로세스 구조 매칭 알고 

리즘과 METEOR-S 프로젝트의 QoS 매칭 

알고리즘을 보완하는 QoS 매칭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프로세스 정보를 이용한 매칭 알고 

리즘으로 서비스를 보는 관점에 따라 분류해 

놓은 서비스 분류와 e-비즈니스에서 프로세 

스의 모델링 관점에서 프로세스 패턴을 분류 

해 놓은 비즈니스 패 턴을 발견 요소로 추가하 

고 발견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각각의 웹 서비스 발견 요소 

에 가중치를 주어 여러 매칭 요소를 선택하여 

， 由잡%， 모兀:Y) 春겨条‘긔G：， 도구任) 도号

지능적 1 서비스 밣션 시스텐 기 가

ObjectID [basic.ToDic, 680 {URHhttp：//psi/*'AmazoriSeiBookProcess)]

Amazon Book :설 罟정모 Amazon Book Store pro^rfes s削 aid buy Book over the internet
Store

QoS 가극 300, 시간 300. 신퇴冬 90
정확•善 99. 가終성 90, 파지믹갱신시간 2004-03-(6-20-11

.ObjectID [basic Tooic,函{URIIht^-X/Dsi/^CMUSellBookProCess}]

冷遂정 보 CNU 5애 Book Series brewsss a book. site ele<^rcra:aSiy and buy

QoS 가극 300. 시간 150, 신휘성 95
，정확성 90, :가号성 99, 이지막갱신시간 2004T3I-S-09T。

ObjectID [basic.Topic, 8W(LiRllhrtp7/DsV#CongoSeflBookProcess}l

■섫 영 정 보 You can use th* Sell Book Service reasonable price. We provides
8片鄂纭S뮜e '헤)search, reasanabte book price and fast delivery.

■QoS 기격 70S, 시간 荚0, 신하성 钧
；징쵝성 99, 가容성 99. 마지막갱신시긴 2Q04-C5-10-10-0Q

^ObjectID [basic.Topic, 745 {Uf#ihtta//pW#WowS&阳ookProcess}]

I설 멍 정 보 Wow Book Store has many smart client. Wow Book Store located in 
Wow Book StoreJ'A'o'w.com. You can easily access cur service.

!QoS 가극 350, 시간 300, 신휘성 85
，정확성 99, 99, 하지익걍신시간 g-12-07-KHH

ObjectjD [basic.Topic, G30 (URlihttp：//psi/#Yes24Sel!BookProces3}]

f “心，설 형졍 오 從$2，gv旋s Book anti otner things, especiaHy sell and l)w took. We 
YesZfl internet 时ave a lot 5 books

Book Store

CMII Quti , S、‘ V，亠 5 ■■邃農城3呻

1^鬭

塑i

표있

〈그림 14> 결과 예제

w.com


108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0권 저】3호

웹 서비스 발견을 할 때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매칭 통합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 

는다.

- 매칭의 정확성 향상

프로세스 구조 매칭을 통해 서비스를 구성 

하는 프로세스들의 구조를 고려하여 같은 이 

름의 서비스이더라도 구조가 다르면 다른 서 

비스라는 것을 구분하여 정확성을 높인 매칭 

을 수행하게 되었다. 비즈니스 패턴 매칭을 

통해서는 e-비즈니스 모델링의 관점에서 프 

로세스를 보고 매칭을 수행하여 매칭의 정확 

성을 높였다. 그리고 서비스 분류 매칭을 통 

해 서비스 분류 온톨로지에서 직접 선택하도 

록 하여 문자열 형태로 질의를 직접 입력하는 

키워드 매칭보다 정확성을 높인 매칭을 수행 

하게 되었다.

- 사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질의 방법 제공 

서비스 분류 매칭을 이용하면 서비스 분류

온톨로지 상에서 직접 질의를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쉽게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다.

- 사용자 선호도 고려

웹 서비스의 발견에 대한 결과를 보여줄 때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발견 요소에 가중치를 

주어 결과 정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의 선호도를 고려한 매칭을 수행하였다.

- QoS를 고려한 최선의 웹 서비스 제공

웹 서비스의 기능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서비스 

의 질이 높고 선호도가 높은 최선의 웹 서비 

스가 선택될 수 있도록 매칭을 수행하였다.

시맨틱 웹 서비스는 웹 서비스에 시맨틱을 

정의함으로서, 웹 서비스 검색에 대한 자동화 

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 false-positive 

를 최대한 줄여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검색에 필요한 여러 개의 매칭 방법을 제공하 

여 보다 정확한 서비스 결과를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수의 매칭 요소들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검색 시간의 증대를 해결하 

기 위해 알고리즘 및 시스템 활용을 통한 해 

결 방법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 

구조 매칭에서 질의 처리 시 프로세스 구조 

분석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웹 서비스들의 

프로세스 구조들을 사용자가 질의 할 수 있는 

정보들로 미리 분석 한 후,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다. 또한, 여러 개의 매칭 알고리즘 

에서 처리된 결과들에 대한 통합 및 결과 처 

리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정확한 처리 

결과를 제공하는 매칭 결과에서부터 유사도 

를 고려한 매칭 결과 순으로 결과들에 대한 

필터 처리를 하였다.

현재, 시맨틱 웹 서비스를 위한 온톨로지 

정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 

로 한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도 미흡한 실정 이 

다. 이에,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서비스 정보에 

대해 매칭 방법에 대한 연구만을 진행하고 있 

다. 향후, 온톨로지 및 인스턴스에 대한 자료 

가 우선 확보가 되면, 본 연구 시스템을 기반 

으로 데 이터의 정확성 및 데 이터의 처리 시간 

에 대한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용 

자가 쉽게 질의할 수 있도록 쉬운 인터페 이스 

로 개선해 야 하는 향후 연구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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