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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라이 스타일을 포함한 라이 로그기반의 다차원 인 정보를 OpenAPI를 사용하여 사

용자 입력이나, 센싱, 웹 등을 통해서 추출된 데이터들의 가용성을 높이고자 기존의 OpenAPI를 이용

한 MashUP에 해 조사  분석하여 통합 데이터 취합 매시업을 설계 하 다. 

1. 서론

   통신기술의 발 이 가져온 스마트 시 로의 진입은 다

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와 콘텐츠, 문화를 보 ·창출해내며 

수일 사회 반 인 라이 스타일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

으며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던 수동 인 과거 소비자 형

태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극 으로 활용해내는 능동  

소비자의 모습으로 변화하 다.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에 기반 한 기술로 발 되어질 

망으로 이에 따라 웹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각종 콘텐

츠와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웹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웰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가장 기본이 되는 단

계는 정보의 수집이다. 이 정보에는 단순히 건강·생체정보

에 국한된 것이 아닌 실시간 활동정보  수면정보, 식사

정보 좀 더 나아가 라이 스타일을 포함한 개인의 주기

 라이 로그라고 할 수 있다[1]. 

   라이 로그 정보 수집을 한 디바이스는 고속 네트

워크와 통신기술, 각종 센서의 발달로 차 소형화되거나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모니터링(Real-time Monitiring)을 

통해 데이터 동기화 되어 웹, 앱, AR등에 다양한 방식으

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이러한 데이터들의 가

용성을 높이는 것이 웰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요

소이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입력이나, 센싱, 웹 등을 

통해서 추출된 데이터들을 매시업하여 통합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용성을 높이고자 본 시스템을 설계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 련연구로 

OpenAPI와 MashUP에 해 기술하고 3장에서 데이터 가

용성을 한 데이터 취합 메시업을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2. 련연구

2.1 OpenAPI

   OpenAPI는 '자사의 데이터 는 서비스를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API를 공개하는 것‘을 말하고, Web 2.0

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나 서비스를 조합하여 새로운 어

리 이션이나 서비스를 창출해주는 매쉬업의 기반기술이 

되고 있다.

   OpenAPI는 HTTP와 REST, SOAP, XML-PRC, 

Atom 등의 로토콜을 허용하여 구 되고 있고, Open 

API는 크게 검색요청 URL, 검색요청 변수,출력 결과 필

드, 에러 코드  메시지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한 외부 개발자, 제휴 개발자, 일반 이용자 등은 크

게 서비스 계정 신청, 인증키 발 . 스펙 확인, 서비스 구

, 테스트 등의 5단계를 거쳐 OpenAPI를 사용할 수 있

으며 매시업은 OpenAPI를 사용하여 크게 검색요청, 검색

응답, 검색결과 해석, 검색결과 사용 등 4단계를 거쳐 구

축할 수 있다[3].

  

2.2 MashUP

   매시업은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

나 API를 통합하는 응용 로그램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심을 받고 있다. 매시업은 응용 로그램을 설계

하는데 새로운 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웹 

API  데이터를 통합하는데 필요한 상 으로 고  

로그래  스킬로 인해, 매시업 개발은 여 히 상당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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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지식을 필요로 한다. 

   매시업은 하나의 통합된 사용자 경험으로, 두 API를 

는 기타 소스를 통해 데이터를 결합한다. 를 들어, 하

나는 Google 지도 인터페이스 지리 공간 정보와 하나는 

온도 피드를 통합하여 지도와 날씨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 

   결합된 데이터의 개념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API  

데이터를 속하게 확장 시킬 수 있으며, 로그래 에 

한 복잡한 기술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새로운 

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

   매시업은 엄 히 말해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이용한 

결과물이며 이라 할 수 있으며 내부의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기술의 특징을 비즈니스에 활용한 최 의 결과

물이다[5].

3. 라이 로그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을 이용한 데

이터 가용성 향상 매시업 설계

3.1 데이터 가용성 향상을 한 데이터 취합 매시

업 알고리즘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용성(Availability)이란,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즉, 사용 가능도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용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그

림 1과 같은 매시업 알고리즘을 설계 하 다.

(그림 1) 추출된 데이터를 통한 메시업 알고리즘

  그림 1의 매시업 기능은 사용자 입력이나, 센싱, 웹 등

을 통해서 추출된 데이터들을 매시업 함으로서 통합 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용성을 높일 수 있게 설계하 다.

3.2 데이터 효율성 향상을 한 데이터마이닝 알

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매시업을 통해 여

러 데이터들이 취합  됨으로 이러한 취합데이터를 메타데

이터로 기 하고, 이 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추천 서비스를 부여하기 해서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데이터의 정제․정련함으로서 효율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 

   그림 2와 같은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은 데이터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정제  정련 된 데이터를 모바일 운 체

제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속화 방식을 이용하여 유지시

킴으로서 차후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주거나 사용자끼리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설계 

하 다.

(그림 2) 효율성 향상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 

4. 결론

   통신기술의 발 과 함께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와 콘

텐츠, 문화를 보 ·창출해내며 사회 반 인 라이 스타

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웹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와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웹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

하게 되었으며 이를 매시업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개 웹서비스의 활발한 보 과 라이

로그기반의 다양한 정보를 OpenAPI를 사용하여 용량, 

실시간성을 지닌 데이터들을 취합하는데 가용성을 향상하

기 한 매시업을 설계 하 다.

   라이 로그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을 이용한 데이터 가

용성 향상 매시업은 OpenAPI와 MashUP에 해 조사  

분석하여 사용자 입력이나, 센싱, 웹 등을 통해서 추출된 

데이터들을 매시업함으로서 통합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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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을 향상시켰다.

   향후에는 제안한 매시업을 용하여 실제 데이터를 취

합하는데 가용성이 향상되었는지 해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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