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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지금까지 시맨틱 웹 서비스 발견은 WSMO나 OWL-S의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서비스의 이름과 input/output만을 이용하여 검색함으로써, 배송 후 지불을 하는 도서 판매 서비 

스를 찾아라.' 와 같이 서비스의 내부 정보에 대한 질의를 수행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TM-S 온톨로지와 TMS-QL을 제시한다. TM-S 온톨로지는 프로세스 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 

의 행동을 기술하며, 3가지 하위 온톨로지인 프로세스 시그니처 온톨로지, 프로세스 구조 온톨로지, 프로세스 

개념 온톨로지로 구성되어 있다. TMS-QL은 사용자가 TM-S 온톨로지에 대해 질의 요구를 기술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한다.

ABSTRACT

Until now, most semantic web service discovery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using either Web 
Service Modeling Ontology (WSMO) or a profile of OWL-based Web Service ontology (OWL- 
S). However, such efforts have focused primarily on service name and input/output ontology. 
Thus, the internal information of a service has not been utilized, and queries regarding internal 
information such as 'Find book-selling services allowing payment after delivery，are not 
addressed. This study outlines the development of TM-S (Topic Maps for Service) ontology and 
TMS-QL (TM-S Query Language), two novel technologies that address the aforementioned issues 
in semantic web service discovery research. TM-S ontology describes the behavior of services using 
process information and consists of three sub-ontologies: process signature ontology, process structure 
ontology and process concept ontology. TMS-QL allows users to describe service discovery requests.

키워드: 시맨틱 웹 서비스, 서비스 발견, 온톨로지, 토픽 맵

Semantic Web Service, Service Discovery, Ontology, Topic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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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웹 서비스의 기본 표준들에서 서비스의 

기술(description)은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발견(discovery)은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을 이용한다［6］. 서비스 제공자는 

WSDLi- 이용하여 서비스를 기술하고, 

UDDI 레지스트리(registry)에 서비스를 등록 

한다. 서비스 요구자는 UDDI 레지스트리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한다. WSDL은 

서비스의 구문 정보(syntadic information)만 

을 기술하고, UDDI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검색한다. 그러나 WSDL과 UDDI 

를 이용한 서비스 검색은 만족하지 않는 검 

색 결과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가격을 입력 받아 구매가 가능한 자동차들 

을 출력하는 자동차 판매 서비스를 찾아라.” 

라고 요청했다고 가정하자. 이 질의는 가격 

을 입력 (input)받고 자동차를 출력 (output)하 

는 자동차 판매 서비스를 검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웹 서비스는 서비스의 이름과 

설명 정보만을 이용하여 검색하므로 관련 

있는 서비스들을 검색하지 못한다.

시맨틱 웹 서비스(Semantic Web services) 

는 위와 같은 현재 웹 서비스의 발견을 보 

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안되었다. 

즉, 시맨틱 웹 서비스는 시맨틱 웹을 이용하 

여 웹 서비스를 기술한 것으로 지능적 웹 

서비스 발견을 제공하며, 자동화된 조합 및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4, 14］, 시 

맨틱 웹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온톨로지 

(Ontology)이다. 이는 개념과 그들 간의 관계 

들로 정의하며, 특정 도메인에 관련된 단어 

들을 계층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확장하여 

추론 규칙을 가짐으로써 온톨로지를 표현한 

다［8, 9, 15］. 온톨로지는 기존의 웹 서비스 

가 가지는 발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질의에 대해 input/output에 

대한 온톨로지를 정의하고 검색하면, “SUV”, 

“Sedan”과 같이 자동차에 관련된 것을 출력 

(output)하는 자동차 판매 서비스들을 모두 

검색할 수 있다. 시맨틱 웹 서비스 발견은 

WSMO와 OWL-S의 서비스 프로파일(Service 

Pr紡le)을 이용하여 검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발견은 서비스 이름과 input/output에 관 

련된 온톨로지만을 이용하여 검색한다. 이 

것은 "배송 후 결제를 하는 도서 판매서비 

스를 찾아라.”와 같은 질의가 요청될 때, 서 

비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아 사용자 

가 원하는 서비스들을 검색하지 못하거나 

관련 없는 서비스들이 검색된다.

본 논문은 서비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 

여 검색하기 위해 필요한 TM-S 온톨로지와 

TMS-QL를 개발하였다. 서비스는 웹에서 접 

근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프로세스 

또는 여러 개의 하위 프로세스들로 표현 될 

수 있다. 사용자는 최상위 프로세스를 이용 

하여 서비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TM-S 온톨로지는 프로세스 정보를 이용하 

여 서비스의 내부 정보를 상세히 기술한 것 

이며, TMS-QL은 사용자가 TM-S 온톨로지 

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검색하는 질의 언어 

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은 시맨틱 웹 서비스의 표준들과 발견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의 시맨틱 웹 

서비스 발견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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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은 제 2장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 

결하기 위해 프로세스 정보를 온톨로지로 

모델링한다. 이를 위해 웹 서비스 발견에 필 

요한 프로세스 정보들을 추출하고 이 정보 

들을 온톨로지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본다. 제 4장은 시맨틱 웹 언어인 Topic 

Maps를 이용하여 프로세스 정보를 표현한 

TM-S 온톨로지를 제안하고, 제 5장은 

TMS-QL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검색하는 예 

를 보여준다. 제 6장은 연구 내용을 요약하 

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언급한다.

2. 관련 연구

2.1 시맨틱 웹 서비스 표준 및 발款 

연구들

시맨틱 웹 서비스를 기술하는 대표적인 

표준으로는 WSMO, OWL-S, SWSO(Semantic 

Web Services Ontology)가 있다. WSMO는 e- 

워크(bWork)와 e■전자상거래 (epommerce)에 

서 서비스들 간의 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을 목표로, 온톨로지, 목적(goal), 웹 서비스 

미디에이터(mediator)와 같은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 온톨로지를 기술한다[20]. 온톨로 

지는 다른 요소들을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용어와 정형화된 의미론(formal semantics) 을 

제공한다. 목적은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서 

비스의 정보들을 정의한다. 웹 서비스는 서 

비스에 대한 시맨틱 기술이다. 미디에이터는 

구성 요소들 간의 이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연결자 역할을 한다. 

OWL-S는 웹 서비스의 속성(properties)과

능력 (capabilities) 을 기 술하는 온톨로지 이 다 

[11]. 이 표준은 Stanford SRI, CMU 등 미주 

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2006년 2월에 버전 1.2를 공표하였다. OWL- 

S는 3가지 온톨로지인 서비스 프로파일, 프 

로세스 모델(Process Model), 서비스 그라운 

딩 (Service Ground曲ig)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온톨로지들은 웹 서비스의 생명 주기에서 

서로 다른 활동(activities)에 적용된다[13]. 서 

비스 프로파일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공표하고 서비스 요구자가 서비스를 검색하 

는데 사용된다. 만일, 찾은 서비스가 사용자 

의 요구 사항에 맞는지를 알려면, 프로세스 

모델을 이용하여 검토한 후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 모델은 서비스의 

시뮬레이션, 검증, 모니터링, 다중 서비스들 

과의 조합에 이용된다. 서비스 그라운딩은 

서비스 접근에 관련된 서비스 호출 및 상호 

운영에 이용된다.

SWSO는 시맨틱 웹 서비스를 위한 개념 

적 모델을 정의한다[21]. FLOWS(Firet-order 

Logic Ontology for Web Services)은 SWSL- 

FOL(First Order Logic SWSL)로 표현된 

SWSO로써, 시맨틱 웹 서비스를 선언하고 

여러 환경에서 시맨틱 웹 서비스의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FLOWS에서 웹 서비스의 기 

술은 PSL( Process Specification Language)-S]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다. FLOWS의 구조 

는 OWL-S에서 제안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것은 서비스 기술자(Service Descriptor), 프 

로세스 모델, 그라운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서비스 기술자는 이름, 저자 

연락 정보, URL 등과 같이 서비스를 발견 

하고 매칭하는데 이용되는 웹 서비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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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시맨틱 웹 서비스에서 발견 연구로는 

WSMO 명세서, Matchmaker 프로젝트, 

METEOR-S 프로젝트에서 진행되어 왔다. 

WSMO 명세서에서 서비스의 발견은 서비 

스 요구자가 기술한 목적을 만족하는 웹 서 

비스를 찾는다［1 이. 목적과 웹 서비스간의 

기본적인 매칭 모델은 output과 effect를 고려 

하여 서비스를 검색한다. Matchmaker 프로 

젝트와 METEOR-S 프로젝트는 OWL-S의 

프로파일 온톨로지를 이용한다. Matchmaker 

프로젝트는 OWL-S 매칭 엔진을 이용하여 

서비스 프로파일로 정의된 서비스들을 발견 

한다［17］. OWL-S 매칭 엔진은 서비스의 

input과 output의 매칭 정도를 비교하여 원하 

는 서비스를 검색한다. METEOR-S 프로젝 

트는 e~워크플로우에서 서비스를 추가 시, 

서비스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 것 

이다［7］. 이 연구는 서비스 이름 설명, input/ 

output, precondition/effect, 품질 (quality)을 이 

용하여 서비스를 검색한다.

2.2 기존 연구의 문제점들

기존의 연구들은 서비스를 발견하는데 있 

어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 

용자는 서비스 이름 input/output과 같은 서 

비스의 외부 정보만을 이용하여 검색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화번호를 입력 받아 

결제 할 수 있는 도서 판매 서비스를 찾아 

라.”라고 요청했다고 흐］자•. 기존 연구에서는 

〈그림 1〉의 상단과 같이 전화번호를 input으 

로 받고 결제메시지를 output하는 도서 판 

매 서비스들이 검색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결과가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는 아니다. 

같은 input들과 output을 가진 도서 판매 서 

비스들이라도 서비스 1은 전화번호가 아이 

디/패스워드 찾기에 사용되며, 서비스 2는 

전화번호가 전화 결제에 사용 된다. 이때, 

서비스 2만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서 

비스만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input/output과 

이들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함께 이용하여

〈그림 1> 서비스의 외부 정보를 이용한 검색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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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의 수행 과정에 대한 상세 정 

보를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배송 후 결제 

가 가능한 도서 판매 서비스를 찾아라."라고 

한다고 흐卜자. 이와 같은 질의는〈그림 2〉와 

같이 서비스를 구성하는 프로세스들의 내부 

적인 동작들을 보아야만 알 수 있다. 그러 

나 현재 연구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정의한 

서비스의 기술 정보에 의존하여 검색한다.

세 번째, 프로세스의 단순한 개념만을 검 

색한다. 사용자가 "전자 상점을 통해 고객에 

게 책을 판매하는 프로세스를 찾아라.”라고 

여 검색한다.

첫 번째 문제는 프로세스 이름과 그와 연 

계되어 있는 input/output 이름을 정의한 온 

톨로지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두 번 

째 문제는 서비스의 내부 동작인 프로세스 

들의 제어 구조를 기술한 온톨로지를 이용 

하면 해결 가능하다. 시맨틱 웹 서비스 표준 

중에서 OWL-S의 프로파일과 SWSO의 

FLOWS 서비스 기술자는 프로세스와 서비 

스의 내부 정보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WSMO는 서비스의 능력과 오케스트레이션 

인터페 이스 (Orchestration Interface)를 이용하

노AI 판偲 프호絕스

〈그림 2〉배송 후 결제 를 수행하는 도서 판매 프로세스 예

하였다고 흐］자•. 이 질의는 판매 프로세스에 

대해 판매 방법(sell how), 판매 대상(sell to 

whom), 판매 종류(sell what) 관점에서 정의 

한 개념들을 이용하여 검색한다. 즉, 판매 

에 대해 판매 방법관점인 전자 상점, 판매 

대상(sell to whom) 관점인 고객, 판매 종류 

(sell what) 관점으로는 책의 개념을 가지는 

프로세스를 찾는다. 이것은〈그림 3〉과 같이 

프로세스의 개념들에 대해 다양한 관점들을 

이용하여 정의한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해결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제품에 

대해 단순하게 분류한 온톨로지만을 이용하 

여 서비스의 내부 동작을 정의하지만, 아직 

명세서에 대한 기술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 

할 수 없다. 그러나 OWL-S의 프로세스 모 

델과 SWSO의 FLOWS 프로세스 모델은 서 

비스의 시뮬레이션, 검증, 조합을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프로세스와 제어 구조를 이용하 

여 서비스의 내부 동작을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온톨로지를 서비스 발견 

에 이용하면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는 프로세스 개념을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한 온톨로지를 이용하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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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판매 개념에 대한 온톨로지 예

이 가능하다. OWL-S의 ProfileHierarchy나 외 

부 분류 정보인 UNSPSC과 NAICS은 제품 

에 대한 단순한 분류 온톨로지만을 제공한 

다. 그리고 WSMO와 SWSO는 프로세스의 

개념들에 대한 온톨로지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Process Handbook 프로젝트는 서비스 모델을 

검색하기 위해 인덱스를 제공한다[5]. 이 인 

덱스는 서비스 모델을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관련된 분류 항목들에 대해 번들(bundle)을 

이용하여 결합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이 인 

덱스 구조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프로세스 

개념을 정의한 온톨로지는 이 문제를 해결 

하는데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세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세스 정 

보를 표현한 온톨로지를 제안한다.

3. 프로세스 정보를 표현하는 

온톨로지 모델링

3.1 프로세스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온톨로지 요소 분석

프로세스 정보는 3가지의 세부 온톨로지 

로 표현되며, 온톨로지 모델링에 필요한 요 

소들은 다음과 같다.

• 프로세스 시그니처 온톨로지 : 이 온톨 

로지는 프로세스와 input/output에 대한 

텍스트 정보를 기술한다. 즉, 프로세스 

이름과 그와 연계되어 있는 input/ 

output 이름에 대한 정의를 요구한다.

• 프로세스 구조 온톨로지: 프로세스 구 

조 온톨로지는 서비스의 내부 동작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것은 순차, 분리, 분 

리+결합 등과 같이 프로세스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 구조의 정 

의가 요구된다.

• 프로세스 개념 온톨로지 : 이 온톨로지 

는 프로세스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한 것이다. 이것은 프로세스 개념 

들에 대한 정의, 개념들 간의 계층적인 

분류, 분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정의 

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이 온톨로지 요소들 중에 일부是은 이미 

기존에 정의되어 있거나, 유사한 형태의 구 

조로 존재한다.〈그림 4〉는 프로세스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온톨로지 요소들을 

기존에 정의된 모델과 매핑한 것이다.

프로세스 시그니처 온톨로지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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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온톨로지에서 대부분의 구성 요소들은 

기존의 OWL-S 프로세스 모델과 SWSO의 

FLOWS 프로세스 모델에 정의되어 있다. 

SWSO의 FLOWS는 OWL-S를 기반으로 확 

장한 것이다. 현재, OWL-S는 다른 표준들보 

다 완성된 온톨로지를 제공하나, SWSO의 

FLOWS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 그 

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OWL-S 에서 제공하 

는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였다.

프로세스 시그니처 온톨로지의 프로세스 

이름은 OWL-S 프로세스 모델에 정의된 프 

로세스 이름과 매핑이 된다. 프로세스 구조 

온톨로지의 제어 구조정보는 OWL-S 프로 

세스 모델의 7가지 제어 구조 형태와 매핑 

된다. 그러나 OWL-S 프로세스 모델에 정의 

되어 있지 않은 input/output 이름은 새로이 

추가해야 한다. 프로세스 개념 온톨로지에 

대한 정의는 Process Handbook 프로젝트의 

형태 구조를 이용하여 모델링 할 수 있다. 

즉, 개념간의 계층적인 분류는 Process 

Handbook의 인덱스 구조와 같은 형태로 모 

델링하며, 분류에 대한 관점은 관련된 항목 

들을 그룹화 하는 번들과 같은 형태로 모델 

링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세스 정 

보를 표현하는 온톨로지를 위해 이미 구축 

된 온톨로지들은 활용하고 필요한 요소들은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효율적인 모델링을 구 

축한다.

3.2 OWL을 이용하는 방법

프로세스 시그니처 온톨로지와 프로세스 

구조 온톨로지의 대부분은 OWL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OWL을 이용하여 프로세스 

개념 온톨로지를 정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OWL은 RDF(Resource Descri

ption Framework) 와 RDFS(RDF Schema) 모 

델을 확장한 것으로 온톨로지의 구축에 필 

요한 클래스와 속성, 이들 간의 관계를 정의 

하는 어휘들을 제공하고 있다[12]. 그러나 

프로세스 정모즏 표현한 온플로지

〈그림 4> 기존 모델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온톨로지와의 매핑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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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은 프로세스 개념 온톨로지에 정의된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개념과 문법을 가지 

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프로세스 개념 온톨 

로지를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class)들과 속 

성(property)들을 추가로 정의해야 한다.

〈그림 5〉는 판매에 대한 개념에 대해 

OWL 기반의 모델로 정의한 것이며,〈그림 

4〉에 대해 OWL 문법을 이용하여 표현한 예 

이다. 우선 개념 클래스들과 관점 클래스들 

을 각각 정의한다. 즉, 飼' , 'sell via store , 

'sell via electronic store' 등과 같은 개념 클래 

스와 'sell how?', "sell what?' 과 같은 관점 

클래스를 정의된다. hasView' 객체형 속성을 

이용하여 개념에서 관점으로의 관계를 표현 

한다. 'ha応Concept' 객체형 속성은 관점에서 

개념으로의 관계를 표현한다.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간의 계층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rdfs^ubClassQf*  를 이용한다. 그러나 OWL 

은 2진 관계 표현법을 제공하므로 개념들간 

또는 개념과 관점 간에 여러 개의 관계 정 

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개념들에 대한 관계 

정의가 분산되어, 프로세스 개념들의 계층 

구조를 이해하는데 어렵게 한다. 또한, 같은 

개념에 대한 관점의 수가 많아질수록, 개념 

에 대한 발견이 복잡해진다. 이것은 만일 개 

념과 개념 간에 n개의 관점 이 존재할 경우, 

최소 2° 〜최 대 개의 모델 표현 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3.3 다른 시맨틱 언어를 이용하는 

방법

온톨로지를 표현하는 다른 대안으로서, 새 

로운 시맨틱 웹 언어를 이용하여 프로세스 

시그니처 온톨로지, 프로세스 구조 온톨로 

지, 프로세스 개념 온톨로지를 표현하는 방 

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온톨로지 언어 중 

에 Topic Maps는 지식 구조를 기술하고 정

흐尊져의.
! <owi:dass rdfilD»'*seil^* ...............
:</owrf：aass>
:<owl:dass rdf: IDs"se(l 5a stOTe">
；</c»^:ctass>

辱召咨여
:v誦:福$s rdf IDs=Bsdl howT> :

......................................  j

二*吸l恐은로로旦르《...................
； vs서:。日Dfa曲西"a
: <rdfs:donain rd^resource^l^sell"*
j <nifc:rangB rc忙source=* 离詞 how?"> ■
: Si너:煦 혀切*

二홀岂의첫-营理으론읫、핫즈,............................................
:<cwl:C^edPr^ertyrdf:ID;^asC(mcepta> ]

^rd^donain rd^resource^^sell hcw?"> ； 
: -rdfejange rdf resource53* 예 너 a stored : 
: 여询

:저理라희-츠흐.흐그、…
: <cwl:Qass MfHks에":*

<rdfc:subClassOf rd^resource^ B3feell wa
—st<r0"> </subClassOf>

:</OWl：ClEESS>

〈그림 5> 판매 개념에 대한 OWL 기반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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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자원과의 연관 관계를 기술하여 온톨로 

지를 정의하는 개념적 모델을 제공한다〔18]. 

이 모델은 2000년 국제표준화기구인 ISO(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표준으로 승인되었다. 최근에는 웹상에서 

Topic Maps의 교환을 목적으로,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기반으로 

Topic Maps의 모델을 정의한 XTM(XML 

Topic Maps) 명세서를 발표하였다[19]. Topic 

Maps는 3가지의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 

다. Topic, Association, Occurrence 이다. Topic은 

사람, 사물, 개념 등과 같이 어떤 대상을 표 

현한다. Topic은 한 개 이상의 Topic 타입과 

이름을 가진다. Association은 2개 이상의 

Topic들 간에 관계를 정의한다. Association에 

참여하는 Topic들은 역할을 가진다.

Occurrence는 Topic에 관련된 정보 자원을 정 

의한다.

이러한 Topic Maps의 개념 모델은 프로세 

스 시그니처 온톨로지와 프로세스 구조 온 

톨로지의 지식 구조를 잘 표현할 수 있다. 

Topic은 프로세스와 input/output 프로세스의 

제어 구조를 표현하며, Association은 프로세 

스와 input/output 프로세스의 제어 구조와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또한, 

프로세스 개념 온톨로지에 대해 OWL를 이 

용한 방법보다 체계적인 온톨로지 표현이 

가능하다. Topic은 개념을 표현하며, Assod- 

ation은 개념들간의 계층 관계를 표현한다. 

Association이 가지는 다중 관계와 Scope의 특 

성은 여러 개의 개념들과의 관계를 정의하 

고 이 개념들간의 다양한 관점을 표현하는 

데 효율적 인 표현 능력을 제공한다. 그러므 

로 본 논문에서는 Topic Maps를 이용하여 

프로세스 정보를 표현하는 TM-S 온톨로지 

를 개발하였다.

4. TM-S 온톨로지

TM-S 온톨로지는 3가지로 나누어 표현한 

다. 첫째, 이미 구죽된 온톨로지를 Topic 

Maps 기반의 프로세스 시그니처 온톨로지 

와 프로세스 구조 온톨로지로 활용하기 위 

해, OWL-S를 Topic Maps를 이용하여 변환 

한다. 둘째, 프로세스 개념 온톨로지를 시맨 

틱 웹 기반의 온톨로지로 활용하기 위해 

Topic Maps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마지막으 

로,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개념 온톨로지와의 

관계 표현하여 프로세스에 대한 다양한 의 

미를 나타낸다.

4.1 프로세스 시그니처 온톨로지와 

프로세스 구조 온톨로지의 표현

OWL-S의 온톨로지를 TM-S 온톨로지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OWL-S에 정의된 정보 

들을 Topic Maps의 특성에 맞게 변환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日가 OWL-S의 온톨로지 

라면, Topic Maps를 이용하여 E와 동등한 

온톨로지로 정의해야 한다. 이 변환 작업은 

〈그림 6〉과 같은 변환 규칙들을 이용하여 

표현된다.

• 변환 규칙 1

프로세스 시그니처 온톨로지와 프로세스 

구조 온톨로지를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모 

든 개념들은 Topic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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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적용된 변환 규칙들

프로세스 input/output, 프루-세스의 제어 구 

조 등은 모두 Topic으로 정의한다.

• 변환규칙2

특정 개념의 이름은 그 개념을 정의한 

Topic의 Basename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프로세 스의 이 름은 Topic '프로세 스' 의 

Basename으로 정의한다.

〈그■림 7〉은 Topic "sellBookProcess' 프로세 

스를 정의하고 프로세스의 이름을 기술한 

예 이다. Topic 'seBBookProcess'는〈baseName〉 

태그 안에 '도서 판매 서비스' 라는 프로세 

스 이름을 정의한다.

〈그림 7> XTM을 이용하여 'senBookProcffis' 

프로세스를 정의한 예

• 변환 규칙 3

OWL에서 클래스들 간의 관계는 속성으 

로 표현한다. 이 관계는 Topic Maps에서 

Association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 만일 클래스 X, Y에 대한 관계 P를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변환 규칙을 적용 

한다.

OWL : P (X, Y)三P (Rx： X, Ry： Y)： Topic Maps

OWL-S에서 두 개념 간의 관계는 P(X, 

! «tcpic id«,,SellBool（Rt）cess"> ] Topic :鶴혀

<jnstan^Of>

vMpicRMdinkhrehProcess. 如僂Corr甲gt사거pceH*  />
</instanc®O1>

f^aseNam®* .............................................................................................[

: <baseNameString>£A| 판매 프로세스치baseNameSUing>j 프录쇼：쓰여 （聲幣

:</baseName> :
<occurrence>................ ... ............. . ............... . .......................................... .

<instanceO^>
疝 nk:hre仁*# Descripti 허* /a

</instanceOf^
<resourceData> This process is the case of selling book. </rescucsData> 

<occurr0nce>
<taptc>

〈그림 7> XTM을 이용하여 sellBookProcess' 프로세스를 정의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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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로 표현할 수 있다. X는 영역 클래스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Y는 범위 클래스를 나 

타내는 변수이다. P는 관계를 정의하는 속 

성이다.P(X, Y)는 X에서 Y로의 관계를 정 

의하며, X가 Y와 P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Topic Maps는 (Rx： X, Ry： Y)로 

표현할 수 있다. P는 Association 타입으로 표 

현한다. X, Y는 Association에 참여하는 Topic 

들이다. Rx는 Association에서 Topic X의 역 

할을 나타낸다. Ry는 Association에서 Topic 

Y의 역할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Process' 

와 파라미터 변수 'Input' 간의 관계를 정의 

해 보자. 'Process'는 파라미터 변수 'Input' 

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은 규칙 

을 적용하여 'Process' 와 'Input' 간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그림 8〉은 OWL-S와 TM- 

S를 이용하여 이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OWL-S： haslnput(Process, Input)

OWL-S :

<owI:ObjectP rope rty rdf:ID="h즌sfnput">

<rdfs:domain rdf:resource="#Process" l>
<rdfs:range rdf:resource="#lnpuC !>

</owl:ObjectProperty>

TM-S :
〈association〉

<instanceOf>
<topicRef xlink:href="Process.xtm#haslnput'/>

</instanceOf>
<member>

<roleSpec>
<topicRef xlink:href= -#process"/>

</roleSpec>
<topicRef xlink:href="#Process"/>

</member>
<member>

<roleSpec>
<topicRef xlink:hrm*#input"/>

</roleSpec>
<topicRef xlink;href-'#lnput"/>

</member>
</association>

〈그림 8> 프로세스와 input간의 관계 정의

OWL-S : TM-S :
<asso 이근 <association>

<owl:Class rdf:abQut=-#Parameter">
v in st 스 nee Of > <instanceOf>

<rdfs:subClassOf rdf resource- <topicRef xlink:href= <topicRef xlink:href=

&swrt;#Vari^ble"/A "Process.xtm#superclass-subclass"/> "Process.xtm#superclass-subclass'/>

</owl：Class> </instanceOf> </instance Of>
<member> <member>

<owl:Class rdf:ID="lnput'> <roleSpec> <roleSpec>

<rdfs:subClassOf rdfrresource^ <topicRef xlink;href="#superclass7> <topicRef xlink:href=,,#superclass7>

”#Parameter"/〉
</roleSpec> </roleSpec>

</owl:Class> <topicRef xlink:href="#Variable"/> <topicRef xlinkrhref^^Parameter"/*
</member> </m ember*
<member> <member>

<roleSpec> <roleSpec>
<topicRef xlink:href="#subclass"/> <topicRef x!ink:hnef 으"#sub 이ass"/〉

</roleSpec> </roleSpec>
〈to 어 cRef xlink:href="#Parameter"/A <topicRef 이 ink:href="#input"/A

〈/member〉 </m ember>
</associa tion> </association>

〈그림 9> 변수와 input 간의 추론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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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lnput (process： Process, input： Input)

:TM-S

• 변환 규칙*  추론 관계

OWL에서 속성의 특성은 속성에 대한 향 

상된 추론을 제공한다. OWL-S에서는 추이적 

속성을 이용하여 계층 관계를 추론한다. X, 

Y, Z 에 대한 추이적 속성은 다음과 같다.

OWL： P (X, Y) A P (Y, Z) => P (X, Z) 

=P (Rx： X, Ry： Y) A P (Ry： Y, Rz： Z) 

n P (Rx： X, Rz： Z): Topic Maps

X가 Y와 P관계를 가지면서 Y가 Z와 P의 

관계를 가지면, X와 Z는 P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OWL-S에서는 

SubClassOf속성과 SubPropertyQf속성을 이용 

하여 추이적 속성을 나타낸다. Subclass*  

클래스간의 상하위 관계를 추론하며, 

SubPropertyOfc- 속성들 간의 상하위 관계를 

추론한다. Topic Maps는 클래스들 간의 상 

하위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Superclass-Subclass 타입의 Association을 사용 

하고 있다. 또한, 속성들 간의 상하위 관계 

는 SuperProperty-SubProperty 타입의 

Association을 이용한다.〈그림 9〉는 변수 

(variable)와 input 간의 추룬 관계를 정의한 

것이다. 파라미터는 변수의 하위 클래스이 

며, input은 파라미터의 하위 클래스이다. 그 

러므로 input은 변수의 하위 클래스에 속함 

을 추론할 수 있다.

그 외에 추론 관계를 정의하는 속성으로 

기능적 속성 (FunctionalProperty), 역 기능적 

속성 (InverseFunctionalProperty), 대칭적 속성 

(SymmetricPrbperty) 이 있다. 이 속성들은 

OWL-S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Topic 

Maps를 이용하여 변환할 수 있다. 기능적 

속성은 단일한 값을 가지는 속성을 정의하 

는 것으로 Topic Maps에서는 스키마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스키마 언어는 Topic 

Maps로 정의된 정보들을 제약하는데 사용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능적 속성의 역인 

역기능적 속성도 Topic Maps의 스키마 언어 

로 표현이 가능하다. 대칭적 속성은 클래스 

X와 Y에 대한 대칭적인 관계를 정의한 것 

이다. 즉 P(X, Y)에서 클래스 X에서 Y로 

P 관계를 가지면, 클래스 Y에서 X로도 P 

관계를 가짐을 나타낸다. 이것은 규칙 3을 

그대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Topic Maps로 

변환이 된다.

OWL： P(X, Y) => P (Y, X)= P (Rx： X, Ry： Y) 

=》P (Ry： Y, Rz： Z): Topic Maps

〈그림 10〉은 규칙 1 에서 규칙 3.1 까지를 적 

용하여 OWL-S 프로세스 모델을 프로세스 

시그니처 온톨로지(굵은 선)로 표현하기 위 

해 변환한 것이다.

® 변환 규칙 3.2 관계 제약

OWL은 특정 관계에 적용되는 클래스 

의 범위를 제약할 수 있다. P(X, Y)에서 

클래스 Y값의 제약은 allValuesFrom, some- 

ValuesFrom, hasValue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다음은 allValuesFmm을 사용하여 Y 값을 제 

한한 것이다.

OWL： P(X, Y) A {Y= allValuesFrom(C)} 

=P(Rx： X, allValuesFrom： C) : Topic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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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OWL-S 프로세스 모델과 TM-S의 프로세스 시그니처 모델

X는 Y와 P의 관계를 가지며, Y는 C에 정 

의된 모든 값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Topic Maps에서 특정 개념에 대한 제약은 

Association에 참여하는 Topic Y의 역할을 이 

용하여 표현한다. 즉, Topic에는 Y의 값인 C 

를 정의하고 Topic의 역할에는 Y의 제약 사 

항인 allValuesFrom을 정의한다.〈그림 11〉은 

프로세스의 순차 제어 구조가 제어 구조의 

목록을 구성 요소로 가지는 것을 표현한 것 

이다. 위의 표현법에서 P는 Components, X

OWL-S :
<owl:Class rdfUO^quence"*

<owl:Restrictiai>
<0Md:onPrcq3srty rdtEsam仔="#8卩甲。rwits" t> 
<o«4:aifValu®sFrom

v/o서:Restriction >

</awl:Class> 

는 Sequence, C는 Cor血olConstructList를 나타 

낸다.

• 변환 규칙 3.3 온톨로지 매핑

온톨로지 매핑은 기존의 온톨로지를 다른 

새로운 온톨로지에 적용하기 위해 클래스나 

속성을 재 정의한다. 만일 P(X, Y)로 표현 

될 경우, X는 Y와 같은 클래스나 속성으로 

정 의된다. OWL-S는 equivalentclass와 

equivalentPropeity를 이용하여 이전 버전에서

<association>

-^nstenceOf*
<topcRefxlink:href=*'Rrocess.xbi^components n^>

*finstanceOfi>
<member> <rdeSpec>

<tOf»cRef >dink:hre^lWstructureH>
<At^e^pec>
vgsicR 前 sdink:href=,^Sequence"/>

<.frneniber>
<ment)ia><ro!eSpec>
<topcRef)dink:hrefr：WIVahj6sFrom">
<Ade^aec>
<tcpcRef xlink:href!=,WContrdConstouctList">

«5/member> 
<^s$ociation> 

〈그림 11〉OM-S에서 순차 구조에 대한 구성 요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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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클래스와 속성을 재 정의하고 있다. 

이 표현은 규칙 3을 그대로 적용하여 Topic 

Maps에서P(Rx： X, Ry： Y)로 표현된다. 이 

규칙은 OWL-S에서 이전 버전에 정의된 

Process Component 클래스를 ControlConstruct 

클래스로 재 정의할 때 사용한다.

다음 변환 규칙 4와 규칙5는 Topic Maps 

의 다중 관계 특성과 다방향 관계 특성을 

이용하여 개념들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 변환 규칙 4. 집합 연산자

집합 연산자는 이미 정의된 클래스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클래스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丫, Y2： Yn 클래스들을 모두 X 클래스 

로 정의할 때 집합 연산자를 사용한다. 

OWL은 합집합(UnionOf), 여집합(Comple

menter), 교집합(IntereectionOf), 열거형 클래 

스(oneOf), 분리 클래스(disjointWith) 와 같은 

연산자들을 제공한다.

OWL： X = P(YP Y2，-,Yn)

= P(Rx： X, component： Yp component

:Yy …,Y) Topic Maps

Topic Maps는 다중 관계에 대한 정의 

가 가능하다. Association에는 1개 이상의 

Topic들이 참가하여 관계를 정의할 수 있 

다. 또한, 이 Topic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Topic Maps는 집합 연산자에서 구성 요 

소의 역할을 하는 Topic Y1( Y2, -,Yn 

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Topic X를 정의한 

다. OWL-S는 프로세스의 종류, 제어 구 

조의 구성 정보, input/output 간의 관계 

를 정의하기 위해 이 연산자를 사용한다. 

〈그림 12〉는 제어 구조를 순차, 분리, 분 

리+결합과 같은 구조들로 구성됨을 나타 

낸다.

• 변환 규칙 5 역 관계

OWL 에서 inverseOf 속성은 속성에 대한 

추론을 제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며, 속성 

의 역을 정의한다. 만일 P2가 P1 에 대한 역

OWL-S :
<owt：aass rdf；ID= •■ControlConstruct" /> 
<owl:Object Property rdf:l O^omponwits-*  

<rdfs:domain>

<owl:Clas5>
<owl:unionOf rdfjparseType^'Coltectjon'^ 
vov너:Class rdf:ab<xfl ="#Sequence" /> 
<owl:Class rdf:abcMJt ="#Split" />
<owl:Cass rdf:角
<O¥*i ：aass r<jf：aboiR="#Any-Or<3er*'  l>
<owl：aass rdf:about=M#Choice" />
</0¥*l:unionOf>
</cnM:Class>

<frdfs:domain>
</owl: Object Property*

</owf:Class»

TM-S :
<assodaBon>

<instanceOf>
<topicRef xlinkhref=',#untonOf'/>

<Jlnstanc0CW>
<member> <roleSpec>

<topncRef xlinkhret="#ControlConstnjcfV>
</roleSpec>
<topicRef xlinkhref^"# ControiConstruct "/> 

<fmetrA>er>
<member> <roleSpec>

<topicRef xlinkhref="#component"/>
</rdeSpec>
<topicRef xlinkhref="#Sequence7>

</member>
〈member，<roleSpec>

«topicRef xlinkhrefst',#componenr7>
<A-oleSpec>
<topicRef xlinkhref="#Splft,7>

</member>

«Jas5C€ietion>

〈그림 12> 제어 구조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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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S:
<owl:OtgectF^operty 忒 ID="c에叩sesTS>

TM-S:
나。pic id^collapsesTo^

<ba^iarne>__.........................................
<scope>

<toj»cF^f)dir此 href느#S&r혀 eProcess* 11>
v/sc여)e>

<base^meString>collapsesTo<baseNameString>

<rdfs:dorredn \

MfiresourEgjn기jos呻ipcbss" t> :
<rdfe:range I

rdf: resourcefSin削 eProcess” /> -

<ovi3:insrerseOJ rdf:resouit»=^expaidesTo" />：

v/owkgectPr아Rrty> ;..............................
[</baseName>

<scope> >
<ba^NameString>expandesTo<bas^4ameString> [

</baseName> 아Timber〉

:</topic>

<assodation>
<instanceOf>

<topfcRef ^ink:hre^^#colIapsesTo"/>
]<^nstarK»Of>

■cm知由eix여 e§)eo
<topicRef xlink:hre^#sin^eProcess">
</roleSpec>
<to(^cRef xfink:href="#Sm詢XocessA

<menrt>ei>
<nrmfeer><^e^)eo
<tqjicRef xlink:hr혀니#8n甲。sit#2cess*y>
</roleSpec>

<topicRef)dink:href=HifOxT^ositeRrocess''/>

</assodation>

〈그림 13＞ 단순 프로세스와 복합 프로세스간의 관계 표현

관계일 경우, 모든 X, Y에 대해 P1(X, Y) 

이면 P2(Y, X) 가 성립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OWL에서는 단 방향 관계 정의만 가 

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inveiseOf를 이용하여 

P1 에 대한 역인 P2를 정의해야 한다.

OWL : P1(X, Y) A inveiseOf(Pl, P2)

Topic Maps는 다방향 관계에 대한 정의가 

가능하다. 이것은 Association0!] 참여하는 

Topic의 역할을 이용하여 정의한다. Pl(Rx： 

X, Ry： Y)이 Rx에서 Ry로의 관계를 가진 

다면, 역관계는 Ry에서 Rx로의 관계를 의미 

한다. 관계 명칭은 Association Pl을 정의한 

Topic Pl의 Basename에 정의한다. Topic Pl 

의〈scope〉이 Rx 인〈basename〉에 Pl을 정의 

한다.Topic Pl 의〈S8pe〉이 Ry 인〈basename〉에 

P2를 정의한다.〈그림 13＞은 단순 프로세스 

와 복합 프로세스간의 관계를 정의한 것이 

다. 단순 프로세스는 복합 프로세스로 확장 

되어 표현되며, 복합 프로세스는 단순 프로 

세스로 축약되어 표현된다.

지금까지의 규칙을 적용하여〈그림 14〉와 

같이 OWL-S 프로세스 모델을 Topic Maps 

기반의 프로세스 구조 온톨로지로 변환한다.

4.2 프로세스 개념 온톨로지 표현

프로세스 개념 온톨로지는 개념들간의 계 

층 관계와 개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다. Topic Maps의 Superclass-Subclass 타입의 

Association은 개념들간의 계층 관계 및 다중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Association의 

Scope은 개념들간의 관계에 대한 관점들을 

정의할 수 있다.〈그림 15＞는 판매 개념에 

대해 Topic Maps 모델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6＞은〈그림 15〉를 XTM으로 표현 

한 것이다. 이 예에서 판매 개념을 정의하는 

'sell，, *sell  via store* , *sell  via physical store , 

*sell via electronic store 등은 Topic으로 표현 

된다. &11' 와 *se]l  via store 간의 계층 관계 

는 superclass-Subclass 타입의 Asso&atioiL으로 

표현된다. 이때, 상위 개념인 Topic 'sell'은 

superclass 역할을 하며, 하위 개념인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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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OWL-S 프로세스 모델과 TM-S의 프로세스 구조 모델

'sell via store'는 subclass 역할을 한다. 개념 

간의 다중 관계를 가지는 'sell via store 와 

,sell via physical store/sell via electronic store, 

간의 관계도 하나의 Association으로 표현된 

다. 그리고 'sell' 과 'sell 血 store 간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飼 how 값을 가지는 Scope에 

표현된다.

4.3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개념 온톨 

로지와의 관계 표현

모든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개념 온톨로지 

에 정의된 한 개 이상의 개념들을 이용하여 

프로세스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그림 

17〉은 전자 상점에서 도서를 판매하는 서비 

스에 대한 프로세스 구조 온톨로지와 이 온 

톨로지에서 프로세스 개념 온톨로지를 표현 

한 것이다. 도서 판매 서비스는 복합 프로 

세스인 도서 판매 프로세스로 표현된다. 이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원자 프로세스들과 

복합 프로세스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 판 

매 프로세스는 판매에 관한 것이므로 ‘9应 

개념을 이용한다. 이 프로세스는 판매 방법 

( 'sell how')과 판매 종류( 'sell what )에 대한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즉, 판매 

방법 측면에서는 전자 상점을 통해 판매하

TM-S

: I-------1 Topic 다낂의 몬案로지 :

{ |!____I AssociKion여 Scope [

;-----♦ Superclass^ubdass ;
: 타由의 Associatfcn :

〈그림 15> 판매 개념에 대한 Topic Maps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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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짐을 이용한광R 표현

-<assoclatlon>
:<irstE»iceOf!>
! <tojrfcRef xlirtchref^-Ssuperclass-subclass'T*
■ <.OnstEnceOf>
:<scc^>e>
i <tofrfcRef xHrkhrek 히P: 아。gy.xtrMs 에 howO
；</SCO|M»
:<membw>
! <rdeSpeo
I <to^cRef xlirtfc:hreite><#&uperclass">
； </roleSpe&>
• vto겨甘흐戒 xHr成:治树钮'字s詞 FA
:<ftnember»
:<membw>
■ <rde^»c>
： 사。pic 村 x 岫:hreEMibclgg»
I </roleSpeo
； <to^cR0f xHMhefw’i壞예 via stor6nZ>
；<ftnembet>

.다흐恐.彗혀

:<associatlart>
! <lnstanceOf>
! vto 혀 c&f 3dlrft:fr^>',iVsup«rclass-si^dass"Z>
;</instanceOfi»
: 이nember〉

<role^>eo
<to(McR0f xfl : hrefa"feMjperdass">

<froleSpec>
<t。혀 c&f x。!畫 :l官 秘뉵"#明转 tHa store7>

:</member>
> <member>
: <role^)eo
: vto혀 cRef x林:附的YA
: <rol«Speo

; <tojrfeRef xUrSc^efa',#sell tda physical store"/*
* 시membm
:<member>
； <roleSpeo
i ctc^cRef xlink:hr«#»',#suhclass">
: v/i어 e翎 ecA
! vt이)ScRef xiinkhef"낳&에 야aeleWonic 成여e"l>
:</member>

〈그림 16> XTM을 이용하여 판매 개념 표현

는( "sell via electronic store' ) 의미를 가지며, 

판매 종류 측면에서는 도서를 판매 ('sell 

book')하는 의미를 가진다. 원자 프로세스도 

같은 방법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TM- 

S에서 프로세스의 의미는 Topic 프로세스의 

인스턴스로써 표현한다. 예를 들어, 도서 판 

매 프로세스는 sell via electronic store 와 

'sell book' 의 의 미 를 가지 므로, Topic 

'SellBookProcess' 에〈instanceOf〉를 °］용하여 

프로세스 개념 온톨로지들을 명시한다.

5. TM-S 기반 지능적인 발견을 

위한 발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본 장은 사용자가 TM-S 온톨로지를 효과 

적으로 검색하기 위해, 검색 요소들과 요소 

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클래스 다이어그 

램을 설명한다. 또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 

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질의어를 정의한다. 그리고 22절에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 

된 질의 예들을 본 장에서 정의한 질의어를 

이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프 

로세스 정보를 표현한 온톨로지를 어떻게 

검색하는지를 보여준다.

5.1 질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TM-S 온톨로지 기반의 질의 클래스 다이 

어그램은〈그■림 19〉와 같이 3가지의 클래스 

즉, 개념 클래스(concept class), 프로세스 클 

래스(process class), input/output 클래스로 정 

의되어 있다. 개념 클래스는 프로세스 개념 

온톨로지에 정의된 정보를 검색하는 것으로, 

개념의 이름과 분류한 관점, 그리고 개념들 

간의 구조 검색을 제공한다. 프로세스 클래 

스는 프로세스 시그니처 온톨로지와 프로세 

스 구조 온톨로지에 대한 검색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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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개념 온톨로지간의 관계

<topic id="SellBookProcess*>  
I <instanceO^*

<topicRefxlink:href=,1Ontoiogy.xtm#SellviaElectronicStore"^>
:</instanceOf^

! <instanceOf>
> <topicRefxlinfchref=* ,Ontology.xtm#SellComputerBook' l>
\ </5nstanceOft*

:프호체스여 务皿卷역

<baseName>
<baseNameString>Sell Book Process</baseNameString>

</baseName>
<Aopic>

〈그림 18> XTM을 이용하여 Topic 'S헤BookProcess'의 의미 표현

이 클래스는 프로세스 시그니처 온톨로지에 

정의된 프로세스 이름을 검색하고, 프로세스 

구조 온톨로지에 정의된 구조 정보를 검색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함수들을 제공한다. 

input/output 클래스는 프루-세스 시그니처 온 

톨로지에 정의된 input/output 이름을 검색한 

다. 그리고 개념 클래스는 프로세스 클래스 

와의 관계를 통해 특정 개념에 포함되는 프 

로세스들을 검색할 수 있다. 프로세스 클래 

스는 input/output 클래스를 이용하여 프로세 

스에 관련된 input/output들을 검색한다.

5.2 확장된 질의 표현

사용자는 TM-S의 세부적 인 온톨로지 구조 

에 대한 지식 이 없으므로 프로세스 정보들을 

쉽게 검색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51절에서 정의한 클래스 다이어 

그램을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는 TMS-QL 

를 정의하였다. TMS-QL은 OQL(Object 

Query Language) 표현법을 기반으로 하며, 

TM-S 온톨로지에 정의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표현법을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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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 개념에 대한 관점 정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僵래스 I 애트리뷰트｝ " [Scope]

TM-S 온톨로지에서 Scope은 프로세스 개 

념 온톨로지에서 분류에 대한 관점을 명시 

흐!거나, 프로세스나 input/output 이름에 대한 

표현 범위를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클래스I 

애트리뷰트｝"屁ope] 는 scoped] 포함되는 클래 

스 또는 애트리뷰트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Ontology"]'sell what']은 'sell what' 분류에 속 

하는 개념 클래스들 을 말한다. Processname" 

[ *Korean'  ] 표현은 한국어로 정의된 프로세 

스의 이름은나타낸다.

정의 2： 프로세스 구조를 검색하기 위해 6 

가지 함수를 이용한다.

프로세스 모델은 프로세스 구조를 표현하 

기 위해 7가지 제어 구조를 제공한다. 즉, 

순차(Sequence), 분리 (Split), 분리+결합 

(Split+Join), 선택 (Choice), 임의 - 순서 (any- 

order), 양자택일 (if-theirelse), 반복(iterate) 이 

다. 프로세스 구조는 이 제어 구조들을 이 

용하여 복잡한 형태로 정의된다. 그러나 대 

부분의 사용자는 단순한 형태의 프로세스 

구조를 질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질의에 유용하도록 제어 구조를 3가지로 축 

소하여 프로세스 구조를 검색할 수 있는 함 

수를 정의하였다.

(1) Order ( )： 이 함수는 하위 프로세스 

들이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프로세스 

를 검색한다. 즉, “배송 후, 결제가 

가능한 도서 판매 프로세스를 찾아 

라." 와 같은 질의에서 하위 프로세스 

인 배송 프로세스(R)와 결제 프로세 

스(PJ가〈그림 20〉의 (a)와 같이 순 

차적으로 처리되는 도서 구매 프로세 

스들을 검색한다. 이 함수는 제어 구 

조들 중에서 순차와 임의-순서 구조 

를 가지는 프로세스들을 분석한다.

(2) Parallel ()： 동일 프로세스에서 분기된 

하위 프로세스들이 병렬적으로 처리되 

는 프로세스를 검색한다.〈그림 20〉의 

(b)와 같이, "배송(PJ과 재고품 갱신

〈그림 19> TM-S의 질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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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림 20> 순차 구조(a) 와 병렬 구조(b) 모델

(P?)이 병렬적으로 수행되는 도서 판 

매 프로세스를 찾아라.”와 같은 질의 

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함수 

는 프로세스 제어 구조 중에 분리와 

분리조합 구조로 정의된 프로세스들 

을 검색한다.

(3) Choice ( ) ： 이 함수는 2개 이상의 프 

로세스들 중에서 조건에 맞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선택하여 처리하는 구조 

를 가진 프로세스들을 검색한다. 즉, 

"신용카드 결제(马) 또는 무통장 입금 

결제 (P2)가 가능한 도서 판매 프로세 

스를 찾아라.”와 같은 질의 처리에 사 

용된다. 이 함수는 선택 구조를 제공 

하는 선택과 양자택일 구조를 가지는 

프로세스들을 분석하여 검색한다.

제어 구조들 중에서 반복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반복되어 처리되는 구 

조이다. 이 구조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질 

의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림 22〉과 같이 반복 구조는 하나의 동작 

을 하는 프로세스로 취급하여 프로세스 구 

조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어 구조 

를 이용한 검색 외에, 특정 프로세스의 상위 

프로세스들을 검색하는 superProcess( ), 특정 

프로세스의 하위 프로세스들을 검색하는 

subProcess( ), 최상위 프로세스인 서비스를 

검색하는 topProcess( ) 함수들을 제공한다.

5.3 질의 예

본 논문의 22절에서 언급한 질의에 대해 

TMS-QL로 질의를 정의하여 사용자가 프로 

세스 정보를 표현한 온톨로지를 검색하는 방 

법을 보여준다.

• “전화번호로 결제할 수 있는 도서 판매 

서비스를 찾아라.”(프로세스와 input 

/output을 이용한 질의): 이 질의는 검 

색을 위한 조건을 정의하기 위해, 프로 

세스 클래스와 input/output 클래스를 이 

용하여 프로세스 이름과 input 이름을 

정의한다. 그리고 함수 topProcess ( )를

〈그림 21〉선택 구조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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顼J 匚> :치

〈그림 22> 반복 구조의 모델

이용하여 최상위 프로세스의 이름이 

'도서 판매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을 

찾는다.

Select p.topProcess()

From Process p, phaslnput i

Where pjiame contains '결제' and iname 

contains 전화 번호' and p.topProcess like 

'%도서 판매 서비스 °/o

• "배송 후 결제를 제공하는 도서 판매 

서비스를 찾아라.” (프로세스 구조를 이 

용한 질의): 이 질의는。曲r( ) 함수를 

이용하여 배송과 결제가 순차적으로 처 

리되는 최상위 프로세스를 검색한다.

Select p.name

From Process p

Where p.Order( '배송', 결제' ) and puame 

like '%도서 판매 서비스%'

• "전자 상점을 통해 고객에게 책을 판 

매하는 프로세스를 찾아라."(프로세스 

개념을 이용한 질의) : 이 질의는 판매 

방법 ('sell how')으로 전자 상저, 판매 

대상( sell wdio )으로 ' 고객 판매 종류 

(' sell what')으로 책을 판매' 하는 개념 

에 모두 속하는 프로세스들을 찾는다.

Sdect pname

From Ontology o, oJiasprocess p

Where o [ 'sell how 丄name like %

전자 상점 %' and o [ 'sell who' 丄name 

like %고객 % and o"[ 'sell what, ]jiame 

like %책 판매%;

5.4 시스템 구현

본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 자바(J2SDK 

1.4.1—02)를 기반으로 구현되었다. TM-S 

온톨로지를 검색하기 위해 온토피아에서 개 

발한 OKS(Ontopia Knowledge Suite) 엔진은 

사용하였다[16]. 이 엔진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XTM 파일에 대해 Topic, 

Association, Occurrence의 값들을 추출해 오는 

기능을 한다. 본 논문과 관련된 전체 시스템 

구조는〈그림 23〉과 같다.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통해 직접 TMS-QL 형태의 질의를 입 

력받거나, 필-아웃 폼 형태의 인터페 이스를 

통해 질의 정보를 입력 받은 후 TMS-QL 

형태의 질의를 생성된다. 질의 처리기는 

입력 받은 질의를 분석 한 후, 매칭 엔 

진을 통해 처리할 실행 계획을 세운다. 

질의 처리기에서 이용한 TMS-QL 형태 

의 질의어 분석 및 TMS-QL 질의 대수 

에 대한 정의는 본 논문과 관련된 이전 

연구 결과에서 수행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이전의 발표된 여러 논문지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2,3]. 매칭 엔진 

은 실행 계획에 따라 각 필터들을 이용 

하여 온톨로지 정보들을 검색한다. 매칭 

엔진을 통해 검색된 결과는 결과 처리 

기를 통해 매칭 유사도와 매칭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여 결과에 대한 

순위를 계산한 후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매칭 엔진을 이용한 시스템 구현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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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TM-S 시스템의 구조

논문의 기술 범위에서 벗어나며, 이전 논 

문지에 상세히 설명하였다[1].

6.결  론

본 논문은 기존의 시맨틱 웹 서비스 발견 

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세스 정보를 온톨로지로 표현한 

TM-S 온톨로지와 질의어인 TMS-QL를 제 

안하였다. 이 온톨로지는 3가지의 하위 온톨 

로지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즉, 프로세스의 

텍스트 정보를 정의한 프로세스 시그니처 

온톨로지, 프로세스의 구조 정보를 정의한 

프로세스 구조 온톨로지, 프로세스의 의미를 

정의하는 프로세스 개념 온톨로지이다. 이 

온톨로지들의 지식 구조는 Topic Maps를 이 

용하여 체계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TMS- 

QL을 이용한 질의 예를 보여줌으로써 기존 

의 발견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구 

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 프로세스 시그니처 온톨로지 

와 프로세스 구조 온톨로지는 서비스 발견 

의 정확률을 향상시켰으며, 프로세스 개념 

온톨로지는 발견의 재현율을 높이는 효과를 

제공하였다. 또한, 프로세스 정보를 표현한 

온톨로지 정의와 사용자가 직접 질의 할 수 

있는 질의어는 웹 서비스의 발견을 실제적 

으로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 

였다. 이 연구 결과는 웹 서비스를 위한 온 

톨로지 모델링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또 

한,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한 발견 시스템은 

물론, 서비스의 조합, 통합 및 상호 운영을 

위한 시스템에 기본이 되는 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구가 기존의 

관련된 연구들보다 정확하고 관련된 서비스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은 본 논문에서 

해결한 질의 예들을 통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현재, OWL-S, WSMO, SWSO등의 온 

톨로지 정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가 미흡 

하다. 이로 인해, 검색의 정확성 및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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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리 시간에 대한 성능 분석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 

로써 온톨로지 및 인스턴스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면 이를 이용한 성능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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