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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서비스와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의 확산으로 웹 서비스 컴포지션의 한 심도 차 커져가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동

이고 지능 인 SOA 환경의 구축을 해서 자동 웹 서비스 컴포지션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동 웹 서비스 

컴포지션에 한 완 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을 드러내고 있다. 문법 인 정보 기반의 자동 

컴포지션은 잘못된 의미 연결로 인하여 컴포지션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한 부분의 연구에서는 추상 인 컴포지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

문에, 실제로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들을 개선하기 하여 웹 서비스 코 오그라피 기반의 자동 웹 서비스 

컴포지션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컴포지션의 정확성을 향상시켰고, 보다 구체 인 컴포지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키워드 : 웹서비스 컴포지션, 코 오그라피, 자동 컴포지션

Automatic Web Services Composition System using 

Web Services Choreography

SangKyu Lee†․Sangyong Han††

ABSTRACT

Web Services composition has gained a considerable attention because of the widespread use of the Web Services and SOA. Recently, 

various researches on automatic Web Services composition are on going to realize more dynamic and intelligent SOA environments. 

However, there is no complete solution for automatic Web Services composition now and previous researches have several problems. 

Automatic composition based on syntactic information has low correctness through incorrect semantic linking. Moreover, many researches 

make an abstract process as the result of composition which is hard for actual execution. In this paper, improved automatic Web Services 

composition based on Web Services choreography is proposed. In this system, the correctness is improved and the result of composition is 

more concrete process.

Key Words : Web Service Composition, Choreography, Automatic Composition

1. 서  론 1) 

웹 서비스와 같은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환경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서비스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애 리 이션을 만들 수 있다[1]. 이런 환경에서의 서비스 

컴포지션은 수동으로 하는 컴포지션과 자동 컴포지션으로 

나  수 있다. 수동 컴포지션은 조합할 서비스들의 수행 과

정이나 조합 방법을 직  정해주는 방식으로 WS-BPEL

(Web Services 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2]

이 표 인 이다. 자동 컴포지션은 사용자가 요청을 하

면, 컴포지션을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컴포지션이 

※  이 논문은 2006년 앙 학교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정 회 원 : 앙 학교 학원 컴퓨터공학과
††종신회원: 앙 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논문 수: 2007년 3월 9일, 심사완료：2008년 1월 3일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수동 컴포지션이 실제 산업계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반면, 자동 컴포지션은 아직 연구단계에 머

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 컴포지션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개선된 컴포지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문법 인 정보 기반의 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문법 인 정보 이외의 서비스들간의 연결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컴포지션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연결 정보는 

웹 서비스 코 오그라피(choreography)로부터 얻는다. 코

오그라피란 어떤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들과 력하여 보다 

복잡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때 그러한 력을 

한 구성을 의미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로토타입 시스템으

로 구 하 고, 기존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

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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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SDL에 삽입된 WSCI

2. 련연구

2.1 자동 웹 서비스 컴포지션에 한 연구

웹 서비스 컴포지션은 웹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  하나로, 특히 자동 컴포지션

과 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자동 컴포지션의 연

구는 크게 문법 (syntactic) 정보 기반의 컴포지션과, 의미

(semantic) 정보 기반의 컴포지션으로 나  수 있다. 

문법  정보 기반의 컴포지션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3]에서는 매개자(mediator)가 방향 추론(forward 

chaining) 방법을 통해서 자동화된 웹 서비스 컴포지션을 수행한

다. 한, AI 계획 수립(Artificial Intelligence planning)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자동 웹 서비스 컴포지션을 하기도 한다[4]. 이 밖에

도 타입 유도 기법(type derivation)[5], 행  네트워크(behavior 

network)[6]를 용한 새로운 방법들도 제시되어 있다.

의미  정보 기반 컴포지션 연구에서는 역방향 추론(backward 

chaining) 기법을 용하거나[7, 8], 추론 네트워크(deduced 

network)[9], 인터페이스 오토마타(interface automata)[10]를 

용하기도 했다.

2.2 코 오그라피

웹 서비스에서 코 오그라피란 서비스들 간의 력을 

한 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웹 서비스 코 오그라피

를 기술하기 해서 다양한 언어가 제안되었다. HP에서는 

WSCL(Web Services Conversation Language)[9]을 제안하

고, BEA, Intalio, SAP 그리고 Sun Microsystems가 함께 

WSCI(Web Services Choreography Interface)[11]를 제안하

다. Oracle에서는 WS-CDL(Web Services Choreography 

Description Language)[12]을 제안하 는데, 재 WS-CDL

이 W3C에서 채택되어 표 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언어의 

목 은 웹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들과 력하기 한 규칙을 

표 화된 방법으로 기술하기 한 것으로, 기존의 WSDL에

서 기술하지 못했던 것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WSDL이 

웹 서비스의 정 인 인터페이스를 기술하는 것이라면, 이들 

언어는 웹 서비스의 동 인 인터페이스를 기술해 다.

WSCL, WSCI, WS-CDL 등을 WS-BPEL과 같이 서비스 

컴포지션을 한 언어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들 언

어는 WS-BPEL과 같이 실행 가능한 컴포지션 결과를 만들

어내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 컴포지션은 기존 서비스들의 

조합을 통해 실행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나 애 리 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한정한다.

2.3 WSCI

본 논문에서는 자동 웹 서비스 컴포지션을 해서 웹 서

비스 코 오그라피를 이용하는데, 코 오그라피 기술 언어

로 WSCI를 사용하 다. 재 표 화가 진행되고 있는 언어

는 WS-CDL이지만, 로토타입 시스템의 구 상 편의를 

해 단순하면서도 풍부한 표 력을 제공하는 WSCI를 선택하

다. WSCI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WSDL에 추가

으로 코 오그라피를 기술하게 된다.

WSCI는 메시지 코 오그라피, 트랜잭션 처리, 외 처리 

등 다양한 부분에 해서 기술할 수 있다. 이들  본 논문

에서는 메시지 코 오그라피 부분을 이용하고 있다. 메시지 

코 오그라피는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른 서비스들

과 력을 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것이다.

3. 개선된 웹 서비스 컴포지션 시스템

3.1 자동 웹서비스 컴포지션 문제

웹 서비스는 주어진 입력에 해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함

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웹 서비스는 식 (1)과 같이 i
w 라

는 함수로 정의될 수 있다. i
IN 은 입력의 집합을 나타내고, 

i
OUT은 출력의 집합을 나타낸다. , x와 y는 각각 입력과 

출력의 라미터로 사용된다. 실제 웹 서비스는 여러 개의 

오퍼 이션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문제를 단

순화시키기 하여 하나의 서비스는 하나의 오퍼 이션으로

만 구성된다고 가정하 다.

,...},{

,...},{

)(

2,1,

2,1,

iii

iii

iii

yyOUT

xxIN

OUTINw

=

=

=

(1)

웹 서비스는 지스트리 역할을 하는 UDDI에 등록되어 

리된다. 한 웹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이 UDDI를 검색하

여 원하는 서비스를 찾게 된다. UDDI는 기존의 존재하는 웹 

서비스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N 개의 서비스를 갖

고 있는 지스트리는 식 (2)와 같이 R로 정의할 수 있다.

},...,,{
21 N

wwwR =  (2)

일반 으로 자동 웹 서비스 컴포지션에서는 사용자의 요

청이 주어지면 그에 맞는 서비스 컴포지션 결과가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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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비스 수행 과정의 표기

종류 표기 설명

순차수행 CBA ⋅⋅

CBA ,, 를 순차 으로 수행

병렬수행 CBA || CBA ,, 를 병렬로 수행

조건분기 )(),(),(
21

CelseBcelifAcif ⋅⋅

조건 1
c 을 만족하면 A  수행

조건 2
c 를 만족하면 B  수행

그 외의 경우 C  수행

반복수행
),(

1
Acwhile

),(
2
cBuntil

조건 1
c 을 만족할 때까지 A  수행 (조건 먼  확인)

조건 2
c 를 만족할 때까지 B  수행 (조건을 나 에 확인)

S1 S2 S3 S4

주어진입력: A, B, C, D

목표출력: X, Y

A, C E, F B, E, F G D, G H, I H, I X, Y

(그림 2) 자동 컴포지션 결과의 

다. 한, 사용자의 요청은 제공 가능한 입력의 집합과, 원하

는 출력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p 개의 입력이 제

공 가능하고, 
q개의 출력을 원하는 사용자의 요청은 식 (3)

과 같이 Request로 정의될 수 있다. 

},...,,{

},...,,{

},{

,2,1,

,2,1,

qreqreqreqreq

preqreqreqreq

reqreq

oooOUT

iiiIN

OUTINRequest

=

=

=

(3)

서비스 컴포지션의 결과는 여러 서비스들의 수행 과정으

로 나오게 되는데, 순차 인 수행을 비롯하여, 반복수행, 조

건에 따른 분기, 병렬 인 수행 등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수행 흐름의 표 은 웹 서비스 컴포지션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표기법을 정리한 <표 1>을 본 논문에서 향

후 사용하기로 한다. 를 들어 1
w 과 2

w 가 순차 으로 수

행되고, 조건 1
c 에 따라서 3

w  는 4
w 를 수행하는 컴포지

션 결과는 식 (4)와 같이 Result로 정의될 수 있다.

))(),((
4312

welsewcifwwResult
1

⋅⋅⋅= (4)

Result는 1
w , 2

w  등의 함수가 순차수행, 조건분기의 규

칙에 의해서 조합된 것이므로, Result  역시 식 (5)와 같은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다.

},...,,{

},...,,{

)(

,2,1,

,2,1,

sresresresres

rresresresres

resres

oooOUT

iiiIN

OUTINResult

=

=

=

(5)

따라서 자동 웹 서비스 컴포지션 문제는 식 (2)와 같은 

웹 서비스 지스트리 R이 주어지고, 식 (3)과 같은 사용자

의 요청 Result가 주어졌을 때, R에 있는 서비스들을 순

차수행, 병렬수행, 조건분기, 반복수행의 규칙을 통해 조합하

여 식 (6)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식 (5)와 같은 함수 Result

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reqres

reqres

OUTOUT

ININ

⊃

⊂

(6)

3.2 기존 연구의 문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자동 컴포지션의 결과로 (그림 2)과 

같은 서비스 수행의 흐름인 로세스를 만들어낸다. S1, S2, 

S3, S4는 각각 개별 인 서비스를 나타내며, 서비스의 왼쪽

에 기술된 것이 서비스의 입력을, 오른쪽에 기술된 것이 서

비스의 출력을 나타낸다. A, B, C, D는 사용자로부터 주어

진 입력이며, X와 Y는 사용자가 목표로 하는 출력이다. 각

각의 수행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입력은 사용자로부터 주어

진 입력이나, 이 의 서비스 수행의 출력에서 얻을 수 있다.

여기서 S1의 출력인 E와 F가 S2의 입력으로 쓰일 수 있

다는 것은 S1과 S2의 WSDL 분석을 통해서 단한 것이다. 

둘 사이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단한 것이

다. 하지만 단순히 문법 인 정보만를 이용하여 컴포지션을 

수행할 경우, 그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 단순히 이

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시맨틱 웹 기술을 용하여 이러한 단 을 보완한 

방법들도 제안되었지만, 시맨틱 웹 자체가 아직은 연구단계

에 있으며, 재 사용되고 있는 웹 서비스 기술에는 용되

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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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자

UDDI

서비스등록
사용자

컴포지션요청

Service Analyzer

Choreography 

Analyzer

ComposerTranslator

BPEL 

프로세스

(그림 3) 제안시스템 아키텍처

3.3 제안 시스템 

(그림 3)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보여 다. 사용

자의 요청이 주어지면 이것은 Translator에 의해서 내부

인 표 으로 변환된다. 변환된 것은 Composer로 달되고, 

Composer는 자동 컴포지션 알고리즘을 통해 컴포지션을 수행

한다. 이때 서비스들에 한 정보와 코 오그라피 정보를 이

용하게 되는데, 이들 정보는 Service Analyzer와 Choreography 

Analyzer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컴포지션이 완료되면 그 

결과는 다시 Translator로 달되고, Translator는 이것을 

변환하여 BPEL 로세스를 생성한다. 사용자는 컴포지션 

결과로 실행 가능한 BPEL 로세스를 얻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지스트리에 등록해야 한다. 이

때 서비스 지스트리로는 UDDI를 그 로 사용한다. 본 논문

에서는 WSCI를 사용하여 코 오그라피를 기술하는데, WSCI

는 기존의 WSDL에 추가 으로 삽입되는 것이므로 UDDI는 

그 로 사용 가능하다. Service Analyzer와 Choreography 

Analyzer는 UDDI에서 WSDL을 얻어와 분석하고, 서비스들

에 한 정보와 코 오그라피 정보를 비한다. Service An  

alyzer와 Choreography Analyzer는 UDDI의 구독(subscription) 

기능을 이용하는데, UDDI의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통지를 

받아 업데이트를 한다.

3.3.1 Service Analyzer

Service Analyzer가 하는 일은 UDDI에 등록된 서비스들의 

WSDL을 분석하여 3.1 에서와 같이 정형 인 형식으로 웹 

서비스들의 정보를 비하는 것이다. 이때 WSDL에서 자동 

컴포지션에 필요한 정보인 <portType> 부분과 <message> 

부분의 정보만을 사용하며, 바인딩 정보와 서비스 근 주

소를 갖고 있는 <binding>과 <service>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3.3.2 Choreography Analyzer

Choreography Analyzer는 WSDL에 삽입된 WSCI 부분을 

분석하여 정형 인 형식으로 코 오그라피 정보를 비하는 

일을 한다. 코 오그라피 정보는 <표 1>의 방법으로 표 된

다. 코 오그라피 정보는 두 가지 형태로 생성되게 된다. 하

나는 WSCI에서 <process>에 해당하는 각각의 로세스에 

하여 생성되는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WSCI에서 <sequence>

에 해당하는 각각의 순차 인 수행 흐름에 하여 생성되는 

정보이다. 물론 모든 <sequence>는 <process>에 내에 포함

되어 있지만 자동 컴포지션 알고리즘에서 두 가지 정보를 

따로 사용하게 되므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다.

최종 으로 코 오그라피 정보는 식 (7)과 같이 모든 <process>

에 한 정보를 포함하는 집합인 CP와, 모든 <sequence>

에 한 정보를 포함하는 CS 로 생성되게 된다.

},...,,{

},...,,{

21

21

M

L

sssCS

pppCP

=

=

(7)

3.3.3 자동 컴포지션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자동 컴포지션을 해서 역방향 추론 방법

을 기반으로 3.2 에 언 했던 기존의 문제 을 개선한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웹 서비스는 주어진 입력에 해서 정해진 타입의 출력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식 (1)에서 정의했던 하나의 웹 서비

스는 식 (8)과 같은 하나의 규칙으로도 볼 수 있다. 한 식 

(3)에서 정의했던 사용자의 요청 역시 식 (9)와 같은 하나의 

규칙으로 볼 수 있다.

......

2,1,3,2,1,
∧∧→∧∧∧

iiiii
yyxxx (8)

qreqreqreqpreqreqreq
oooiii

,2,1,,2,1,
...... ∧∧∧→∧∧∧ (9)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는 서비스들과, 사용자의 요청이 주

어지게 되면, 정방향 추론 는 역방향 추론 방법을 통해 

사용자의 요청을 만족시키는 서비스 체인(chain)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체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곧 서비스 컴포

지션이 되며, 만들어진 체인이 바로 서비스 컴포지션의 결

과가 되는 것이다.

역방향 추론 방법 기반의 알고리즘에서는 재의 서비스 

체인 이 에 연결될 서비스를 찾는 과정이 있다. 기존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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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체인

필요한출력을

제공해주는서비스선택

(그림 4) 기존 알고리즘에서 서비스 검색

현재의

서비스체인

WSCI <process>

.

.

.

필요한출력을제공해주는

<process> 선택

(그림 5) 제안 알고리즘에서 서비스 체인 검색 

X

현재의

서비스체인

X

WSCI 

<sequence>
필요한출력을

제공해주는서비스선택

(그림 6) 제안 알고리즘에서 서비스 검색

global Result  

BackwardChaining( reqIN , reqOUT ) { 

    reqOUTNeed =  

    foreach ip  in CP  { 

        if φ≠ipOUTNeed
,

I  then 

            Test( ip , Need , reqIN ) 

    } 

if ( firstw  = first of Result ) is single Web Service then {

    foreach is  in CS  (least recently used order) { 

            if is  have firstw  then { 

                foreach iw  in is  (only before firstw ) { 

                    if φ≠isOUTNeed
,

I  then 

                        Test( iw , Need , reqIN ) 

                } 

        } 

    } 

} 

foreach iw  in R  { 

        if φ≠iwOUTNeed
,

I  then 

            Test( iw , Need , reqIN ) 

    } 

    return nothing 

} 

Test( if , Need , reqIN ) { 

    if Result  not has if  then { 

ResultfResult i ⋅=  

        ii INOUTNeedNeed U)( −=  

if NeedIN req ⊃  then 

            output Result  

        else 

            BackwardChaining( reqIN , Need ) 

        remove if  from Result  

} 

} 

(그림 7) 제안 알고리즘

고리즘에서는 이  서비스를 찾기 해서 단순히 지스트

리 검색을 통해 필요로 하는 출력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찾는다. (그림 4)은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다음의 세 

단계로 이 에 연결될 서비스 는 서비스 체인을 검색한다.

3.3.3.1 WSCI의 <process> 검색

앞에서 설명했듯이 Choreography Analyzer에서는 WSCI

의 <process>에 한 정보를 생성한다. 각각의 <process>

에 한 정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서비스 체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WSCI에 의해서 기술된 것이므로 이미 그 동작이 

보장된 서비스 체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단

계로 WSCI의 <process> 검색을 통해 필요로 하는 출력을 

제공해주는 <process>(서비스 체인)를 찾는다. (그림 5)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3.3.3.2 WSCI의 <sequence> 검색

Choreography Analyzer에서는 WSCI의 <process>에 

한 정보 외에 모든 <sequence>에 한 정보도 생성한다. 

이 정보 역시 WSCI에 의해서 기술된 것이므로 여기서 나타

내는 순차 인 수행 상에 연결된 서비스들은 그 연결 동작

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WSCI의 <sequence>를 참고하여 이 에 연결

될 서비스를 찾는다. 한 하나의 <sequence>는 그 동작이 

보장된 것이므로, 가능하면 같은 <sequence>에 있는 서비

스들을 연속 으로 사용하면 컴포지션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림 6)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3.3.3.3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의 알고리즘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지스트리 검색을 통해 필요로 하는 출

력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찾는다.

다음의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자동 컴포지션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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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확성 실험 결과

기존 알고리즘 제안 알고리즘

재 율 평균 정확률 조정된 정확률 평균 정확률 조정된 정확률

10 0.30 0.34 1.00 1.00

20 0.34 0.34 0.95 0.95

30 0.31 0.31 0.93 0.93

40 0.30 0.31 0.88 0.88

50 0.31 0.31 0.85 0.85

60 0.28 0.31 0.83 0.83

70 0.29 0.31 0.78 0.78

80 0.30 0.31 0.40 0.40

90 0.31 0.31 0.33 0.33

100 0.31 0.31 0.31 0.31

3.3.4 BPEL 로세스 생성

Translator에서 하는 일은 컴포지션 결과를 실행 가능한 

BPEL 로세스로 변환하는 것이다. 컴포지션 결과는 3.1

에서 설명했듯이 <표 1>의 방법으로 표 된다.

4. 실험  평가 

4.1 실험 데이터

실험을 한 데이터로는 WS-Challenge[14]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 다. 실험의 목 은 구체 인 BPEL 로

세스를 생성해내는지 여부와 자동 컴포지션의 정확성이 향

상되었는지를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를 해 WS-Challenge 

2006[14]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 고 그  본 논문

의 실험에서는 composition1-20-4를 사용하 다. composition1-

20-4에서는 다음의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

- 2156개의 WSDL 일 (서비스)

- 11개의 사용자 요청과 이에 한 컴포지션 결과 

그러나 composition1-20-4에는 웹 서비스 코 오그라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험을 해 다음과 같이 composition1

-20-4를 가공하여 사용하 다.

4.1.1 유효한 컴포지션 생성 

각각의 사용자 요청 사항에 해 역방향 추론 방법을 이

용하여 composition1-20-4 데이터에 한 자동 컴포지션을 

수행하여 30개의 유효한 컴포지션을 구한다. 30개는 실험을 

해 임의로 정한 수이다. 

4.1.2 코 오그라피 정보 생성

 단계에서 구한 30개의 유효한 컴포지션 결과  70%인 

21개가 커버되도록 코 오그라피 정보를 생성한다. 3.3.1 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코 오그라피 정보는 <process>에 한 

정보와 <sequence>에 한 정보로 나 어지나 본 실험에서

는 편의를 해서 모든 <process>는 하나의 <sequence>로 

이루어지도록 하 다. 

따라서 실험을 해 사용 는 가공한 데이터 정보는 다

음과 같다. 

- composition1-20-4의 2156개의 WSDL 일

- composition1-20-4에서 주어진 11개의 사용자 요청사항 

- 각각의 “사용자 요청 사항”에 해 30개의 유효한 컴포

지션

- 유효한 컴포지션의 70%를 cover 할 수 있는 코 오그

라피 정보 (수정된 WSDL 일)

4.2 평가 방법

자동 컴포지션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한 방법으로 정확

률(precision)과 재 율(recall)을 사용하 다[13]. 정확률과 재

율은 정보검색 분야에서 표 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보

검색에서는 상이 되는 데이터 집합이 주어졌을 때, 사용자

의 질의를 만족시키는 데이터 집합을 찾아내는 것이다. 유사

하게 자동 웹 서비스 컴포지션에서는 단순히 문법  정보에 

의해서 조합 가능한 다양한 컴포지션 방법들 에서 실제로 

올바르게 수행되는 유효한 컴포지션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자동 웹 서비스 컴포지션의 정확성을 평가

하기 하여 정확률과 재 율을 사용할 수 있다. 

4.3 실험 결과  평가

<표 2>는 정확성에 한 실험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

다. 4.1의 데이터에서 나오는 11개의 사용자 요청으로 자동 

컴포지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의 정확률 평균을 구한 것이 

평균 정확률이다. 정확률의 측정은 찾아진 컴포지션 결과들 

에서 미리 정해놓은 유효한 컴포지션 결과가 몇 개나 있는

지 확인하여 유효한 결과의 비율로 계산하 다. 재 율은 유

효 컴포지션이 얼마나 많이 재 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조정

된 정확률은 정확률-재 율 그래 를 그리기 하여 계산된 

값이다. 비교를 해서 [7], [8] 등에서 제시된 역방향 추론 

방법 기반의 기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함께 실험하 다.

(그림 8)은 <표 2>의 실험 결과를 정확률-재 율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정확성이 큰 차이

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재 율이 70%를 넘어가

면 정확성이 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유효

한 컴포지션 결과  70%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서만 코

오그라피 정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동 웹 서비스 컴포지션에 웹 서비스 코 오그라피 정보

를 이용함으로 컴포지션 결과의 정확성  구체성은 향상되

었지만, 보다 다양한 정보의 리  사용으로 인해서 컴포

지션 시스템의 오버헤드는 증가하게 되었다. 제안하는 시스

템의  다른 문제 은 WSCI로 기술된 코 오그라피 정보

가 있는 범 에 한해서만 정확성 향상을 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8)에서 재 율이 70%가 넘어가면 정확율이 

격히 떨어지는 것도 이러한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재

의 웹 서비스들은 부분 코 오그라피 정보를 갖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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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제안하는 시스템으로 자동 웹 서비스 컴포지션 

하기 해서는 추가 인 코 오그라피의 기술이 필요하다.

5. 결론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웹 서비스 코 오그라피를 이용한 자동 웹 

서비스 컴포지션 시스템을 제안하 다. WSCI로 기술된 웹 

서비스 코 오그라피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웹 서비스 컴포

지션을 수행함으로 컴포지션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켰고, 

보다 구체 이 컴포지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제안

하는 시스템에서는 컴포지션의 결과로 조건 분기, 병렬수행 

등의 다양한 수행 흐름이 표 되는 실행 가능한 BPEL 로

세스를 생성해낸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동 웹 서비스 컴포지션 시

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 도 있었다.

첫 번째로 코 오그라피 정보가 있는 범 에 한해서만 정

확성 향상을 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한계 은 사용자 요청의 기술에 있어서는 단순

히 문법 인 정보밖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컴포지션 

되는 서비스들 사이의 연결은 코 오그라피 정보를 통해서 

정확성을 높 지만, 사용자 요청과 서비스 사이의 연결은 

이 의 문제가 그 로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기여한 바는 웹 

서비스 코 오그라피를 이용한 자동 웹 서비스 컴포지션이

라는 새로운 근방법을 제시하 고, 이를 한 알고리즘 

 시스템을 제안한 것에 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사용자 요청을 기술하기 한 새로운 

방법 개발, 컴포지션 결과가 올바른 것인지 자동으로 검증

하는 방법 개발 등이 있다. 이들은 다른 련 연구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다. 한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시스템에 시맨틱 웹 기술도 용시키면 보다 좋은 결과

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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