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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동일한 비즈니스 도메인 내 정보서비스의 중복된 개발을 방지하고, 기존 개발되어 활용 중인 서비스를 공통으로 활용하기 위한 분산 컴

퓨팅의 표준으로서 웹 서비스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웹 서비스는 서비스 브로커에 등록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중복개발, 개발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이것은 서비스 프로세스들이 요구하는 속성정보가 규격화되지 않거나 다양한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되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것은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서비스들 간에 사용하는 데이터에서도 속성

불일치의 문제가 일으킨다. 이것은 이와 같은 웹서비스 등록과 서비스 연결의 복잡성은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ontology를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ontology는 특정 분야의 자원과 그 관계를 

기술함으로서 시맨틱 웹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웹 서비스들의 의미론적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제공

하고 있다. 이렇듯 ontology를 웹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시맨틱 웹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에 개발된 서비스를 포함하여 저장된 데이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맨틱 웹 서비스 기반의 서비스 통합 시스템을 설계한다.

Web services have been proposed as a standard for distributed computing to prevent overlapping development of information services 

within the same business domain and to make common use of services that have been developed and used. However, Web services can 

benefit from redundant development and reduced development costs by using services registered with service brokers. On the other 

hand, this has the disadvantage of not being standardized on the attribute information required by the service processes or there are no 

services that meet various business objectives. It also creates a problem of property inconsistency not only in the provision of services 

but also in the data used between This is being done by applying ontology, which can be handled automatically, to compensate for the 

problem that the complexity of registering and connecting to a Web service is difficult to apply in a complex business environment. By 

describing resources and their relationships in a specific field, Ontology supports semantic web services and provides an infrastructure 

to support semantic interoperability of Web services. As such, research on semantic web services to apply ontology to web services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In this paper, a semantic web service-based service integration system is designed to support the use of stored 

data, including services developed prev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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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맨틱 웹 기술은 기계를 통해 지식을 처리하고 웹을 통해 확장, 공유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시맨틱 웹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시맨틱 웹에서 핵심기술 중 하나인 Ontology는 인간과 컴퓨터간의 연결되는 지식을 개념

화하여 구체적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특정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표준 단어들의 모음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Ontology는 표준 단어들의 개념 속에서 통제되는 어휘를 제공함으로써 웹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구조화한다. 더 나아가 의미까지 지원 하고, 인간과 웹 프로그램 사이에서 간결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1]. 시맨틱 

웹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 요소 중 웹 서비스 기술을 들 수 있다[2]. 이것은 데이터의 연관관계를 추론 이용하여 데이터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웹에 연결된 정보의 의미를 인식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이것은 사용자가 웹 정보에 대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의미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3].

이와 같이 이것은 컴퓨터가 웹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미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획득, 통합, 가공할 수 있는 웹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웹을 만들기 위해서는 웹 정보들 간의 관계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 자원들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

에 대한 메타 정보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 표현 수단이 필요하다.

웹 서비스는 XML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플랫폼과 독립적이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중립적인 방법으로 네트워크상에서 

응용프로그램에 접근한다
[3]

.

이러한 웹 서비스는 인터넷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간의 실시간 상호운용성을 촉진시켜 보다 쉽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기술로 SOAP, UDDI, WSDL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웹 서비스들의 기술들은 서비스의 지능적 활용에 

제한이 따른다. WSDL과 같은 현재의 웹 서비스 표준 기술들은 각 웹 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구문적 명세만을 제공하고, 그러한 

구문적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형화된 의미를 제공하지 못한다[2]
.

웹 서비스들은 UDDI를 통해 서비스를 검색하기 위한 키워드 기반의 API만 제공하고 그 서비스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어떤 

기관에서 개발하였는지에 관한 일부 메타데이터 정도밖에 제공하지 못한다. 그 이유로 유연한 검색 결과들을 제공할 수 없으며, 

현재 웹 서비스 표준 기술들에 있어 기계적으로 처리 가능한 의미론적 접근의 부족은 웹 서비스 발견과 조합과 정에 반드시 사람

의 개입을 필요로 함으로써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 데이터들의 이동 또한 서비스를 등록하는 개별 시스템의 

데이터 항목을 원래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서비스들 간의 데이터 이동도 원활하지 못하다[4,5]
.

시맨틱 웹과 웹 서비스는 웹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지만, 지향하는 목표에서는 차이가 있다. 시맨틱 웹은 이질적인 정보 자원

의 의미적 상호운용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웹서비스는 분산 환경에서 이질적인 서비스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이들의 목적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 시맨틱 웹과 웹서비스를 융합하여, 이질적인 서비스 간의 의미적 상호운

용성을 구현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모델을 실현할 수 있다. 기존의 웹 기술은 이와 같이 두 기술이 융합된 시맨틱 웹 서비스로 진

화되고 있으며, 시맨틱 웹 서비스는 차세대 웹을 위한 핵심 요소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 시스템이 웹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고, e-Government, e-Commerce, e-Learning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보 시스템 개발에

도 웹 서비스를 응용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ervice-oriented architecture : SOA)가 일반화되고 있다[6]
.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

고 있는 정보 자원 및 서비스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서는 의미적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시맨틱 웹서비스가 요청되고 있다[7]
.

시맨틱 웹 서비스의 핵심 요소는 Ontology이다[1]
.

 시맨틱 웹 서비스의 구현은 서비스 ontology와 도메인 ontology가 개발되어

야 한다. 서비스 ontology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들간의 상호운용을 보장해 주는 Ontology이고, 도메인 ontology는 서비스와 관련

된 도메인 지식을 개념화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정형화한 Ontology이다. SAWSDL(Semantic Annotations for WSDL and XML 

Schema)은 도메인 Ontology만을 참조하여 기존 웹 서비스에 시맨틱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시맨틱 웹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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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기술로는 OWL-S(OWL Web Ontology Language for Services), WSMO(Web Service Modeling Ontology) 및 SAWSDL 등이 

있다[8,9]
. Ontology를 이용함에 따른 장점은 서비스의 사용과 데이터의 흐름에 대해 단일화(Uniform)할 수 있고, 표준 항목을 통

해 서비스를 호출하고, 호출된 로컬 시스템의 서비스는 래퍼에 의해 로컬 항목으로 변환되어 수행하게 함으로써 서비스가 운용

되는 전 과정에서는 표준 항목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웹서비스와 ontology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다. 3장은 제안된 사항을 적용한 시스

템의 구성과 설계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한다. 4장은 타 시스템과 비교평가를 수행한다. 5장은 결론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2.1 비즈니스 프로세스

BPR을 제안했던 Hammer, M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축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10]
. "기업이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핵

심 부문에서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으 요인의 획기적인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 극적인 성과를 올리는 활동이다."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 주기는 Fig. 

1과 같다.

Fig. 1. Cycle for basic business process management

이러한 BPM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들은 기업의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EPM(Enterprise Process Model)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을 관리하기 위한 자동화된 도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도구를 BPMS(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이라 한다.

2.2 온톨로지

Ontology는 간단히 공유 개념의 명시적인 스펙으로 정의된 개념이다. 이것은 지식의 공유와 재사용을 편리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11]
. 예를 들어 이것은 특별한 영역을 위해 의미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이를 도메인 Ontology라 부른다. 이 온톨로지는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개념 보다 의미적으로 더 풍부하다. 이것은 시맨틱 웹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지

식을 처리하고 추론하기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서로 다른 환경의 컴퓨터에 분산된 응용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웹 기반의 지

식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이다. Gruber는 Ontolog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Ontology는 명시된 도메인의 공유된 개



156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7, No.3, 2019

념화에 대한 형식적이고 명시적인 명세 사항이다.” 이것의 핵심 개념은 개념화, 형식적, 명시적 명세 그리고 공유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1,12]
.

∙ 개념화는 사람들이 사물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추상화한 모델이다. 즉, 개념화는 개념적으로 유사한 단어 집합들의 대표 단어

이다. 

∙ 형식화의 의미는 사람이나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명시적 명세는 개념의 타입이나 사용상의 제약 조건들을 명시적으로 정확히 기술해야 함을 의미한다. 

∙ 공유의 의미는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합의된 지식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상의 네 가지 의미로 정의된 것을 Ontology라 한다. 

이러한 Ontology는 의미론적 추론이나 데이터 이질성 해결을 위해 필요하며, 서로 다른 기종의 분산처리 환경에서 상호운용

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공통적인 지식에 대한 표준화를 통하여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웹 기반의 지식처리, 공유 

및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이는 사람과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공통된 언어 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웹에서 의미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구조적, 형식적으로 다른 페이지에 Ontology의 연관관계를 적용함으로써 의미적 연결을 가능

하게 한다[1,3,11].

3. 제안 시스템

본장은 협업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이에 따른 구성요소들 간의 작업 흐름과 산출물들을 정리하고, 각 구성

요소들에 대한 알고리즘과 운용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Fig. 2는 제안된 시스템의 구조이며, 그중 4개의 요소에 대한 시스템 흐름

과 알고리즘이다.

Fig. 2. Proposed system architecture

서비스 조정자(Service Coordinator)는 프레임워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중재자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에이전트 집합이다. 

서비스 조정자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와 같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Ontology 관리자와 서비스 관리자를 호출하고, 

호출한 결과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생성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황치곤· 정계동 / 도메인 온톨로지 기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계 ∙ 157

서비스 조정자는 서비스 관리자, Ontology 관리자와 사용자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원하는 작업을 지원

하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의 중재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은 서비스 조정자의 작업과정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한 것이다. 

Fig. 3의 왼쪽에 있는 수행과정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사용자 정보와 로컬 시스템의 정보에 따라 유효한 사용자와 로컬시스템

인지 확인하고 사용자 요구에 따른 관리자들을 호출한다. 호출된 결과로 반환되는 결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등록 확인 및 승인

과정을 거친다.

INPUT : user, local, business, require information.

OUTPUT : Registration Result.

service_coordinator(user, local, business, require){

    certify_user(user);

    ceritfy_local(local);

    if   (require==“ontology registration”)

        ontology_register();

    else if(require==“service”){

        if(service registration)service_manager(reg);

            if(service using)service_manager(coordi);

    }

    registration_confirm();

    registration_approval();

    return;

}

Fig. 3. Logical flow of service coordinator & algorithm

서비스 탐색기(Explorer)는 서비스 관리에서 서비스를 등록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서비스 검색을 요구할 때 사용자가 요구하

는 서비스,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검색하고, 연관 서비스를 검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탐색기는 서비스 조정자로부터 들어

온 서비스 검색 요구에 따라 Ontology 관리자에게 Ontology의 서비스 영역을 검색하게 하고, 검색된 서비스 결과를 인터페이스

로 가시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비스 탐색기에 대한 작업수행과정은 Fig. 4와 같이 수행된다. 서비스 조정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관리자에서 호출되며, 실

행을 위한 파라미터로 로컬정보, 비즈니스 혹은 서비스 내용이 된다. 이 파라미터가 입력에 따라 비즈니스 정보와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매개로하여 Ontology 관리자에서 Ontology 검색기를 호출하여 Ontology의 서비스 영역을 검색한다. 서비스 

영역에서 반환된 서비스를 확인하여 검색된 서비스의 확인한다. 이 서비스 리스트를 통해서 서비스 조정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서비스를 인터페이스로 전송하기 위해 트리형태로 생성하여 서비스 Ontology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호출되는 함수와 작업 과

정을 의사 코드로 표현한 알고리즘은 Fig. 4에서 기술한다.

중재자(Arbitrator) 는 Service Coordinator에서 서비스 조정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의 관계를 검색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를 생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도구이다. 

이것은 단위 서비스와 오퍼레이션들에 대해 연관성을 검색하고, 이 검색된 결과를 통해서 업무를 생성하기 위하여 서비스들

을 나열하고, 필요한 서비스의 추가 검색이나 서비스 조합을 지원한다. 또한 복합 서비스 생성을 위해 단위 서비스를 조합하여 등

록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결과는 생성되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생성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에 포함

되는 사항은 서비스 리스트, 서비스 순서, 서비스 간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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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 local, business, service information.

OUTPUT : service tree for business.

service_explorer(local, requirement){

    certify_biz(requirement);

    ontology_explorer(requiremnet);

    if(exist of service search results)

        manager action;

    serv_generation(service search results);

    return service_tree;}

Fig. 4. Logical flows for service manager's explorer & algorithm

서비스 중재자는 Fig. 5에서 표현한 수행과정과 같다. 이 중재자는 업무를 생성하기 위한 서비스 요구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하

며, 주된 입력 정보는 업무에 대한 정보다. 업무 정보에 따라 해당 비즈니스의 서비스를 탐색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글

로벌한 업무 리스트를 제공하고, 로컬 시스템에 있는 실제 서비스의 형태와 입출력 관계에 상관없이 제공되는 글로벌한 형식에 

적합하게 구성된 서비스 리스트만으로 업무 순서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선택된 서비스의 조합 유무와 서

비스의 추가 유무를 확인하고, 서비스에 대한 순서를 조정하여 업무를 생성한다. 이에 생성된 업무의 서비스 영역에 대한 검증 과

정을 거쳐서 업무를 생성하며, 생성된 업무에 대한 조정과정을 거쳐서 제공된 서비스로 구성된 업무를 위한 서비스 시퀀스를 완

성한다. 이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 Fig. 5와 같다.

INPUT : user information, business information

OUTPUT : application(service flow)

service_coordinator(){

    get_biz_infor();

    if(is service_confirm(select_service))

        service_list = service_explorer(user, business);

    for(added  services){

        select_service=select(service_list);

        service_combine(select_servic);

    }

    application = service_seq_coordi(service);

    service_verify(application);

    return appplication;

}

Fig. 5. Logical flows for service manager’s arbitrator &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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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협업을 위해 서비스를 발견하고, 조합하여 사용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Ontology를 제공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시맨틱 웹 서비스에서 서비스의 등록과 발견, 그리고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의 연관관계를 제공하고 있는 

Ontology와 제안하는 Ontology를 비교 평가한다. 비교 대상은 W3C의 SWSI에서 제안하는 OWL-S[9]와 유럽지역의 DERI에서 

제안하는 WSMO[8]로 한다. 비교평가의 대상은 Ontology 측면과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하며, Ontology 측면에서는 이질성 해

결, 상호 작용, 데이터 매핑 및 데이터 이동으로 4가지 항목을 비교대상으로 한다. 이질성 해결 항목은 로컬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과 저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데이터 간 상호관계 항목은 실

제 데이터간의 의미적 연관관계를 제공하여 데이터 간의 의미적 이질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비

교항목이다. 데이터 매핑 항목은 로컬 시스템을 접근하기 위한 매핑 방법에 대한 비교항목이다. 데이터 이동 항목은 서비스 전반

에 걸친 데이터 이동을 위한 메타 정보에 대한 비교항목이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호출, 연관관계, 발견, 등록 및 상호 작용으로 5

가지 항목을 비교 대상으로 한다. 우선 호출 항목은 발견한 서비스를 접근하기 위한 제공하는 방법을 비교하는 항목이다. 연관관

계 항목은 서비스 간의 전후 관계, 비즈니스 관계 또는 연관관계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비교 항목이다. 발견 항목은 업무에 적

합한 서비스를 찾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 또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비교 대상으로 하는 항목이다. 등록 항목은 생성한 서비스를 등

록하는 방법을 비교 대상으로 한다. 상호 작용 항목은 업무 처리를 위한 서비스 간의 연동, 조합에 관한 방법을 비교 대상으로 한

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하여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arison with other systems

OWL-S[9] WSMO[8] 제안 시스템

호출 WSDL/SOAP Ontology 기반의 WSDL/SOAP 메타 + 서비스 영역

연관관계 Grounding Grounding 서비스 영역

발견 서비스 프로파일 Goals and Web Services 서비스 영역

등록 WSDL을 통한 Ontology 등록 Web Services에 WSDL을 통함 프레임워크

상호작용 프로세스 모델 서비스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협업을 위해 개발된 서비스를 등록하고 사용하고, 서비스 간의 데이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맨틱 웹 서비스 

기반의 프레임워크와 이를 위한 Ontology를 이용하는 기법을 제안했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Ontology를 적용하여 서비스 간

에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이동을 글로벌 항목으로 통일시키고, 로컬 시스템의 접근은 글로벌/로컬 매핑을 통하여 데이터의 이동

을 단순화하여 프레임워크의 효율을 향상시켰다. 이에 프레임워크의 장점은 첫째, 서비스의 등록과 이용에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쉽게 했다. 둘째, 데이터 간에 발생하는 이질성을 Ontology를 통하여 해결했다. 셋째, 서비스 검색에 

있어 Ontology 제공으로 서비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수행되는지 알 필요 없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째, 업무 관계에 대한 서비스 영역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간의 연관관계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재사용 가능성을 

향상시켰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협업 자체를 위한 시스템보다는 특정 도메인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

비스를 개발하여 등록하고, 이 등록된 서비스를 발견하고, 조합하여, 협업에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생성을 지원하는데 효율적

인 프레임워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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