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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becomes critical in today’s open and complex business environment network, 

the issues and solutions on compatibility and reusability between different kinds of applications are being increasingly 

important as well in systems analysis and design. And therefore, service-centered SOA is receiving attention in such 

business environment as a strategic approach that makes possible for prompt action according to the needs of users 

and business process. Various implementation methodologies have been proposed for SOA, however, in practical 

aspects most of them have some problems since they fail to propose specific policies in definition and identification 

of services for the exact user requirements and business situations. 

To solve or alleviate tho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a new service identification model based on hierarchical 

ontology, where three different ontologies such as business ontology, context ontology and service ontology are 

proposed to define the relationship and design the link between user requirements, business process, applications 

and services. 

Through a suggested methodology in this paper, it would be possible to provide proactive services that meets a 

variety of business environments and demands of user. Also, since the information can be modified adaptively and 

dynamically by hierarchical ontology, this study is expected to play a positive role in increasing the flexibility of systems 

and business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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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IT 환경에서는 보

다 민첩하고 유연한 응이 가능한 애 리 이션 

개발이 요한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애 리

이션 개발 방법론은 통 인 구조  방법론과 객

체지향 방법론에서 컴포 트기반 방법론(Component 

Based Development, 이하 CBD)과 서비스지향아

키텍처(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이하 SOA)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구조  방법론은 비즈니스 

기능( 로시져) 심이고, 객체지향 방법론은 비기

능 (기술 ) 요소(가용성, 유연성)가 추가되어 클

래스를 통한 데이터와 로시져 그룹핑, 메소드 오

버라이드(다형성), 캡슐화 등으로 유연성, 재사용성, 

효율성 등의 가치를 향상 시킨 기법이다. CBD와 

SOA는 2000년  이후, 비즈니스 환경에서 ICT 거

버 스로 인한 투자 확 와 웹 기반 등의 변화로 인

해 시스템(애 리 이션)간의 호환, 재사용과 업

의 요성이 두되면서 제안되었다.

CBD는 이기종 분산 애 리 이션 미들웨어(COM+, 

CORBA, EJB 등)와 컴포 트 기반언어(VB, Java) 

같은 de facto 표 의 지원을 기반으로 한다. CBD

는 트랜잭션, 보안, 객체 풀링 등 기술 기반의 객체를 

활용하여 재사용 가능한 소 트웨어 모듈 컴포

트를 생성, 조립, 선택 평가  통합으로 구성하여 

더 큰 컴포 트를 생성하거나 완성된 애 리 이션 

소 트웨어를 구축하는 개발 기법이다[11]. CBD는 

특정 기술에 종속 이며 연 도가 높아 동일한 환

경에서의 재사용성이 뛰어난 장 을 가지고 있지

만, 도출된 컴포 트의 의존성으로 인한 재사용의 

제약이 존재해 이기종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4].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한 근  하나가 SOA이다.

SOA는 기존 애 리 이션들이 가진 기능을 비

즈니스 인 의미를 가지는 단 로 묶고 표 화된 

호출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라는 소 트웨어 컴

포 트 단 로 재조합한 후, 이 서비스들을 서로 조

합해 업무 기능을 구 한 애 리 이션을 만들어

내는 방법론이다. SOA의 가장 큰 특징은 업무의 

최소 단 를 서비스로 구성하고 느슨한 결합(loosely- 

coupled)  표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이기

종 환경의 비즈니스 유연성과 호환성을 높여주는 

것이다[21]. SOA는 클라우드 오  API와 유사한 

기술기반(REST, SOAP, WSDL, XML, JSON)을 

용하지만 클라우드 API가 클라우드 자원들을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최종 사용자가 이용하게 하

는 것으로 애 리 이션 개발자들에게 보다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반면에 SOA는 엔터 라이즈 

소 트웨어 인 라에 이 맞춰져 있으며 최근

에는 웹 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REST(Representa-

tional State Transfer)의 부상으로 SOA 신 웹

지향 아키텍처(WOA：Web Oriented Architec-

ture)란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SOA의 장 은 특정 랫폼과 언어에 종속되지 

않고, CBD보다 더 SoC(Separation of Concerns)

에 충실한 아키텍처, 표  기반, 비즈니스 로세

스를 신속하게 구축  변경할 수 있는 민첩성 등

을 들 수 있으며 기술 독립 으로 리소스의 완

한 활용과 개발 시간/비용 감 등을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 SOA를 효율

으로 구 하기 해서는 서비스 식별, 품질보증, 

보안, 최 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한 다양한 근이 연구되고 있지만, 개발을 

한 표  방법론과 용을 한 효율 인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아 체계 인 로세스 리가 어려운 실

정이다[9]. 특히 시스템 인 SOA 방법론 정립이 어

려운 이유는 사용자의 요구나 상황을 이해하고 이

를 정형화하여 서비스 단 로 환하는 부분, 즉 

서비스 정의와 식별이 여 히 추상 인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식별의 추상성 문

제의 해결을 하여 비즈니스 온톨로지, 컨텍스트 

온톨로지, 서비스 온톨로지를 계층 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정의하고 식별하는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형을 용하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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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온톨로지 개념화 

한 비즈니스 환경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능동 인 서비스의 설계  구 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하며 한 계층 으로 온톨로지를 활용함으로

써 필요한 정보를 동 으로 추가할 수 있어 애

리 이션(시스템) 유연성의 제고를 기 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의 련연

구에서는 온톨로지의 개념과 특징을 서술하고, 기

존의 방법론과 계층  온톨로지 모형이 용된 방

법론의 차별화된 내용을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제안하고자하는 계층  온톨로지의 정의와 서비스

모델링 구조  서비스 오 스트 이션에 해 설

명한다. 제 4장에서는 u-Farm의 사례를 통해 제

안하는 온톨로지 모형의 용성을 검증하며, 마지

막 제 5장에서는 결론으로 본 연구의 시사 을 제

시한다.

2. 련 연구

2.1 온톨로지

IT를 활용하여 지식  정보를 처리하기 한 

방법으로 온톨로지의 개발과 활용에 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 최근에는 시맨틱 웹 등

의 핵심 요소로서 주목받고 있다. Gruber는 온톨

로지를 “어떤 심 분야를 개념화하기 해 명시

으로 정형화한 명세서”로 정의하고 있다[15]. 이

는 각 사물에서 공통 을 찾아내고 이를 하나의 

집합 는 범주로 나타내기 해 의미와 지식의 

쓰임새 등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톨로지는 

“공유된 개념의 정형화된 명세”로도 정의될 수 있

다. 이러한 정의는 일반 인 정의에 “공유”의 개념

을 붙여 정의된 개념을 여러 분야에서 공통 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온톨로지는 개념, 속성, 계, 제약조건, 공리, 인스

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념(concept)： 실세계에 존재하는 것의 일반

이고 본질 인 인식이나 지식

•속성(property)：개념에 근본 으로 속해 있는 

성질

• 계(relationship)：개념들 사의의 상 계

•제약조건(constraint)：개념들 간의 계나 속

성의 값에 한 규정

•공리(axiom)：추론의 기본이 되는 명제로서 증

명이 필요 없는 문장

•인스턴스(instance)：‘개체’라고도 하며 각 개념

의 실례를 의미

온톨로지의 구축 단계는 크게 목  확인, 지식

의 개념화, 개념의 형식화, 온톨로지 통합, 온톨로

지 평가, 문서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6]. 개

념화(conceptualization)는 어떤 주제에 해 핵심

 개념은 무엇이며, 개념간의 계를 어떻게 설

정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개념의 형

식화(formalization)는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자연

언어로 작성된 정보로부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

는 정형화된 언어로 표 하는 과정이다.

온톨로지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시 비즈니스와 

기술 인 개념들을 표 화  일반화된 형태로 활

용가능하며, 이를 통한 동 인 지식의 공유  재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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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OA 개발 로세스[8]

2.2 기존 방법론

2.2.1 SOA 개발 방법론

SOA를 한 개발 방법론으로는 표 으로 가

트  그룹의 SODA(Service Oriented Development 

of Applications)[17], IBM의 SOAD(Service Ori-

ented Analysis and Design)[12, 24]와 SOMA 

(Service-Oriented Modeling and Architecture) 

[10], SOUP(Service Oriented Unified Process) 

[20], 그리고 온톨로지 기반의 SOA 개발 방법론 

등이 있다[1, 7, 8].

가트  그룹에서 정의한 SODA는 SOA를 구

하기 해 서비스를 설계, 개발  조합 등 일련의 

과정에 한 원칙을 제공한다. SODA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조합하여 비즈니스 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애 리 이션 개발 모델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 즉, CBD와 분산개발, 그리고 SOA를 통합하

여 공통요소를 뽑아 용한 개념이 SODA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SODA는 서비스의 단 나 세부

인 차에 해 구체 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SOAD는 OOAD(Object-Oriented Analysis and 

Design), EA 임워크, BPM과 같은 기존의 모

델링 개념들을 SOA에 용시킨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앞선 기존의 모델링 개념들을 모두 포함

하여 SOA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

록 상향식과 하향식 모델링 기법을 용하고 있지

만 세부 인 차나 활동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SOUP은 Knual Mittal이 제안한 방법론으로, 소

트웨어 개발의 6단계를 정의하고 각 단계에서 수

행해야 되는 모든 활동들을 포함한다. 방법론의 

로세스는 크게 SOA의 배치와 배치 후 리의 두 

부분으로 나 어진다. SOA의 배치 부분은 RUP 

(Rational Unified Process)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

었으며, SOA의 리 부분은 XP(eXtreme Prog-

ramming)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 졌다. SOUP은 

6단계의 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로세스, 서비스 규약, 서비스 장소 같은 SOA에 

한 요구사항 지원을 하지 않는다. 

SOMA는 기존의 IBM의 SODA를 참조하여 확

장된 방법론으로, SOA를 지원하기 한 모델링, 

분석, 설계기술  활동을 포함한다. 이 방법론은 상

향식모델링과 하향식모델링 기법을 통합하여 정의

하고 있다. 이는 상  수 의 비즈니스 로세스 

기능은 크기가 큰 서비스로 식별이 되며, 좀 더 작

은 서비스는 기존에 존재하는 기능을 심으로 식

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SOMA는 서비스 식별, 명

세 실 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비스 식

별에 한 구체 인 활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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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서비스 식별

Kang et al.[18]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한 방법

으로 3단계의 로세스를 정의하고 있다. 먼  특

정 기능들을 그룹핑하여 후보 서비스로 도출한 후, 

서비스의 단  등을 설정하여 최종 서비스로 식별한

다. 그 후 식별된 서비스를 평가함으로써 식별을 

종료한다. 이 식별 방법론은 단계별 상세한 정의는 

되어 있으나, SOA에 있어 요한 비즈니스 로

세스 등을 반 시키기 한 방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Ma et al.[19]는 비즈니스 로세스와 고객의 요

구사항에 따른 가 치를 고려해서 서비스 포트폴

리오 모델을 도출하여 서비스를 식별한다. 이 방법

론은 비즈니스 로세스를 반 하고 구체 인 차

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산출물 등이 명시

되어 있지 않다.

Boerner[13]는 메서드엔지니어링(method engi-

neering) 기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서비스

를 식별하는 과정은 먼  기본 인 상황정보를 입력

받아 세부 속성을 정의한 후 최종 상황정보를 도출

하고, SOA 구 의 목표를 기술한다. 그 후 도출된 

최종 상황정보와 SOA의 목표를 맵핑하여 서비스

를 식별한다. 이 방법론은 상황정보를 반 시킴으

로써 능동 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지만 객

인 기 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을 가지

고 있다. 

3. 제안하는 계층  온톨로지 모형

3.1 온톨로지 기반 개발 로세스 

기존의 SOA 방법론들은 개발 로세스에서 

차, 활동, 계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산출물의 일

성(consistency) 유지가 어렵다는 공통된 문제

을 가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분석, 설계의 투명

성 부족으로 로젝트의 리뿐 아니라 상황과 요

구에 부합하는 애 리 이션의 구 을 어렵게 하

는 주요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해 등장한 방법론이 온톨로지

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 방법론이며, 방법론은 요

구사항 분석, 서비스 정의, 서비스 명세, 서비스 조

합, 구 의 5단계 로세스로 구성된다[8]. 본 논문

에서는 기존의 개발 로세스인 요구사항 분석, 

서비스 정의, 서비스 명세, 서비스 조합, 구 의 내

용을 포함하면서 가장 심이 되는 서비스 정의와 

명세 단계에 계층  온톨로지 내용을 추가하여 정

의하고자 한다. 세부 차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1.1 요구사항 분석 단계 

요구사항 분석 단계는 니즈분석, 기능  요구사항 

분석 그리고 비기능  요구사항 분석으로 구성된다.

•니즈(needs) 분석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핵심 이해당사자를 

식별하고 니즈를 수집한다. 수집한 니즈에 해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  가능성 있는 니즈를 요구사항으로 도출한다.

•기능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에 해 유즈 이스(Use Case) 다이어

그램  명세서를 작성한다. 유즈 이스 명세서에

는 선행조건과 사후조건이 포함하여 비즈니스 목

록을 식별하는 요소로 사용한다.

•비기능  요구사항 분석

기능  요구사항이 아니거나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해 필요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비기

능  요구사항으로 구분한다. 를 들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성능, 안 , 보안, 신뢰성 등이 있다. 

비기능  요구사항의 정의에는 유틸리티 트리

(utility tree)를 이용한다.

3.1.2 서비스 정의 단계 

서비스 정의 단계는 비즈니스 분석  명세, 컨

텍스트(context) 분석  명세, 서비스 분석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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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계층  온톨로지

별로 구성된다.

•비즈니스 분석/명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운 시나리오 등을 작성하

여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비즈니스 온톨로지를 활

용하여 명세한다. 비즈니스 분석  명세를 통해 

이해당사자, 기능, 로세스, 목표를 정의한 후 비

즈니스 목록을 도출한다.

•컨텍스트(상황) 분석/명세

비즈니스 온톨로지에 명세된 내용을 바탕으로 

컨텍스트를 분석하고 컨텍스트 온톨로지를 활용하

여 명세한다. 컨텍스트 분석  명세를 통해 이해

당사자 별 조건 등을 정의한 후 애 리 이션 목

록을 도출한다.

•서비스 분석/식별

컨텍스트 온톨로지에 명세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분석하고 서비스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련 서비스를 식별한다. 서비스 분석  식별을 통

해 시스템을 개발하기 해 필요한 서비스 목록을 

도출하고 이에 한 서비스 명세를 하게 된다.

3.1.3 서비스 명세 단계 

서비스 명세 단계는 서비스 로 일(profile) 명

세, 서비스 로세스  기반구조 명세, 서비스 맵

(map) 작성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명세는 온톨로지의 각 요소를 정형화된 

형태로 기능 /비기능  요구사항과 로세스 등

을 용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 완성된 서비스 명

세는 서비스 맵 작성의 기반이 되며 서비스 맵은 

서비스 조합 시 서비스 선택의 기 으로 활용된다.

3.1.4 서비스 조합 단계 

서비스 조합 단계는 데이터 흐름 분석, 이벤트 정

의, 서비스 조합 로직(logic) 정의, 서비스 검색, 서

비스 오 스트 이션으로 구성된다.

비즈니스 목록과 명세서를 분석하여 데이터 흐

름  핵심 이벤트를 정의하며, 이는 서비스를 조

합할 때 순서  필수 서비스 선택을 한 조합 로

직으로 활용된다. 서비스 조합 로직이 정의되면 서

비스 맵을 바탕으로 련 서비스를 검색하며, 조

건에 합한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속성

의 친화도를 평가하여 후보 서비스 들을 추출하고 

조합의 정합성을 검증한다.

3.1.5 구  단계(Implementation) 

구  단계는 물리모형(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비

스 인터페이스, 데이터, 시스템 아키텍쳐등)설계 

 구 과 시스템 테스트로 구성된다. 설계된 서

비스를 모듈 형태로 개발하고 비즈니스 로세스, 

데이터 로우, 이벤트/메시지 등에 따라 서비스 

모듈들을 인터페이스로 연결하여 시스템을 구 한

다. 구  과정에서의 단 (unit)테스트  결합

(integration)테스트, 구  완료 후 시스템(accep-

tance)테스트를 진행하여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증한다.

3.2 계층  온톨로지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계층 ’은 시멘틱 도메인

에서 상 , 하  등과 같은 아키텍쳐상의 온톨로

지 계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 으로 연

계(hierachically arranged)’의 의미이다. 즉 요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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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상황 온톨로지

석으로부터 비즈니스 목록 도출에 련된 비즈니

스 온톨로지와 비즈니스 목록으로부터 애 리 이

션 목록 도출에 련된 상황온톨로지, 그리고 애

리 이션 목록으로부터 서비스 목록 도출에 

련된 서비스온톨로지 등 3개의 온톨로지를 정의하

고 이들의 연계구조를 계층 으로 정의한 것이다.

새로운 온톨로지 모형의 필요성은 기존의 단일 

온톨로지를 용할 경우 비즈니스 는 사용자 요

구사항으로부터 서비스를 정의하고 식별하는 과정

의 추상화(abstraction) 정도가 높아 방법론을 구

할 경우 분석가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과 결과

를 도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단일 온톨로지 모형을 확

장하여 서비스정의  식별의 객 성(objectivity)

과 일 성(consistency) 보장의 정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비즈니스/상황/서비스의 3개 온톨로지

를 계층 으로 구분하도록 제안한다.

계층  온톨로지의 장 은 방법론 으로서 서비

스 식별과정의 객 성  일 성 제고 뿐 아니라 구  

기술 으로도 온톨로지의 캡슐화(encapsulation)로 

SOA 구 에서도 다형성(polymorphism)과 수정 

 정보 추가 등의 동 구 (dynamic binding)이 

가능함으로써 SOA 도입의 목  에 하나인 시스

템의 유연성(flexibility) 제고를 기 할 수 있다.

[그림 4] 비즈니스 온톨로지

3.2.1 비즈니스 온톨로지(Business Ontology) 

다양한 환경의 요구사항을 반 하기 해서는 

먼  요구사항과 련된 비즈니스 목록을 도출해

야한다. 본 논문에서 비즈니스는 일정한 목 을 가

진 활동으로 정의하며 비즈니스 온톨로지의 역할

은 다양한 비즈니스 로세스를 온톨로지를 통해 

정형화하고 이와 련된 메타정보를 공유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온톨로지의 구성요소는 이해당사자, 기

능, 로세스, 목표이며 각각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해당사자(Stakeholder)

비즈니스 온톨로지의 이해당사자는 일정한 목

을 가진 주체를 의미하며, 비즈니스와 련된 모

든 이해당사자를 포함한다.

•기능(Function)

비즈니스 온톨로지의 기능은 이해당사자가 목

을 달성하기 해 필요한 기능  요구사항을 의미

하며, 단계별 요구사항과 이해당사자별 요구사항

을 포함한다.

• 로세스(Process)

비즈니스 온톨로지의 로세스는 비즈니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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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비스 온톨로지

행하기 한 체계 인 단계를 의미하며, 세부 온

톨로지 항목으로는 비즈니스 역과 데이터가 있

다. 비즈니스 역은 기능/이해당사자/목 에 련

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데이터는 로세스의 련 

데이터의 정보  흐름을 포함한다.

•목표(goal)

비즈니스 온톨로지의 목표는 비즈니스가 달성하

고자 하는 내용을 의미하며, 기능이나 이해당사자

별로 정의한 내용을 포함한다.

3.2.2 상황 온톨로지(Context Ontology) 

이해당사자 별 상황에 맞는 조건을 반 하기 

해서는 먼  상황정보가 반 된 애 리 이션 목

록을 도출해야 한다. 애 리 이션이란 서비스를 

식별하기 해 필요한 기능들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상황 온톨로지를 통해 애 리 이션의 

정형화가 가능하다.

상황 온톨로지의 구성요소는 사용자 로 일, 조

건, 활동이며 각각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로 일(User Profile)

상황 온톨로지는 비즈니스에서 정의 된 이해당

사자 별로 정의한 것을 의미하며, 상황온톨로지의 

사용자 로 일은 이해당사자를 식별하기 한 ID

나 직업, 성별 등을 포함한다. 

•조건(Condition)

상황 온톨로지의 조건은 이해당사자의 활동에 필

요한 요구조건을 의미하며, 장치(하드웨어/소 트

웨어)  기능 조건을 포함한다.

•활동(Activity)

상황 온톨로지의 활동은 체 비즈니스 로세스

를 이해당사자의 에 맞춰 구분한 것을 의미하

며, 사  업무와 사후 업무를 포함한다.

•서비스 온톨로지(Service Ontology)

비즈니스와 상황 정보를 반 하여 합한 서비

스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서비스 온톨로지를 활용

한다. 서비스 온톨로지는 요구사항, 상황 조건, 

로세스 등을 용시킴으로서 서비스의 목록 도출 

뿐 아니라 식별 과 재사용성이 높은 설계를 지원

한다. 

서비스 온톨로지의 구성요소는 로 일, 로세

스, 기반구조이며 각각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로 일(Profile)

서비스 온톨로지의 로 일은 서비스의 기본

인 정보를 의미하며, 속성, 액터, 환경, 경험을 포

함한다. 속성에는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ID, 이름, 타입 등으로 구성된다. 액터는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들을 제공자와 소비자로 구분하여 명

세한다. 환경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에 한 

조건을 의미하며, 경험은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 로세스(Process)

서비스 온톨로지의 로세스는 서비스와 련된 

활동들을 의미하며, 서비스를 실행하기 해 필요

한 입력  출력 정보, 서비스의 효과, 서비스를 

이루는 활동들의 순서  흐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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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온톨로지간 계 설명 

온톨로지 계 설명

1 Business → Context 이해당사자 → 사용자 로 일 업무의 이해당사자별 로 일 정의

2 Business → Context 기능 → 조건 기능을 만족하는 상황조건 정의

3 Business → Context 기능 → 활동 기능의 사 /사후 업무 정의

4 Business → Context 로세스 → 활동 업무 역  데이터를 반 한 사 /사후 업무 정의

5 Business → Context 목표 → 조건 비즈니스 목표를 반 한 조건 정의

6 Context → Service 사용자 로 일 → 액터
사용자의 직업  지역 정보와 맞는 액터를 가진 서비스 
추출

7 Context → Service 사용자 로 일 → 경험 사용자 로 일과 맞는 경험을 가진 서비스 추출

8 Context → Service 조건 → 환경 사용자 조건(환경조건)과 맞는 환경을 가진 서비스 추출

9 Context → Service 조건 → 정보 사용자 조건(기능)과 맞는 정보를 가진 서비스 추출

10 Context → Service 조건 → 효과 사용자 조건(품질)과 맞는 효과를 가진 서비스 추출

11 Context → Service 조건 → 기반기술 사용자 조건(장치)과 맞는 기반기술을 가진 서비스 추출

12 Context → Service 활동 → 정보 사용자 업무활동과 맞는 정보를 가진 서비스 추출

13 Context → Service 활동 → 워크 로우 사용자 업무활동과 맞는 워크 로우를 가진 서비스 추출

[그림 7] 온톨로지 간 계 

•기반구조(Infrastucture)

서비스 온톨로지의 기반구조는 서비스를 구 하

기 해 필요한 기술 인 조건을 의미하며, 서버/

입출력장치 등의 하드웨어와 랫폼/ 로토콜 등

의 소 트웨어를 포함한다.

•온톨로지 계 검증

계층  온톨로지를 통한 최종 서비스의 식별을 

해 각 온톨로지의 계를 정의하고 검증한다. 

온톨로지 계에 한 자세한 설명은 <표 1>과 

같다.

3.3 서비스 식별 로세스

계층  온톨로지 기반의 서비스 식별 로세스

는 [그림 8]과 같다. 서비스 식별 모델은 서비스 

식별 역과 서비스 조합 로직 도출 역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그림의 실선은 로세스 흐름을 의

미하며, 선은 간 산출물 도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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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서비스 식별 로세스 

<표 2> 서비스 식별 로세스 설명

역 로세스 설명

1

서비스 
식별 
역

Requirement → Business Ontology 요구사항으로부터 비즈니스 온톨로지 생성(비즈니스 목록 도출)

2 Business List → Context Ontology
각 비즈니스 목록에 맞는 상황 온톨로지 생성(애 리 이션 
목록도출)

3 Application List → Service Ontology
애 리 이션 목록에 합한 서비스 도출을 한 서비스 온톨로지 
검색(서비스 목록 도출)

4 Service List → Operation 서비스 실행을 한 단  설정

5 서비스 
조합 
로직 
도출 
역

Business List → Data Flow 각 비즈니스의 데이터 흐름 정의 

6 Data Flow → Event 비즈니스데이터 흐름의 핵심 이벤트 정의

7 Event → Message 서비스 조합을 한 로직 정의

8 Operation → Message 서비스 단   조합 로직 달

서비스 식별 역과 서비스 조합 로직 도출 

역에 한 설명은 <표 2>과 같다.

4. 제안 모형의 용성 검증

용성 검증은 개념검증(PoC：Proof of Concept)

으로 다른 방법론을 용하여 도출된 서비스 목록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형을 통하여도 도출되는

지를 확인하 다. 

본 논문에서의 용성은 온톨로지 모형의 사 검

증이라는 제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본 논문에

서 검증은 3개의 온톨로지를 용하면 요구분석으

로부터 서비스가 도출되는 과정이 계층 으로 연계

되고 정형화될 수 있는가 만을 검증한 것이고 이

를 하여 개념검증(PoC)를 사용하 다. 일반 으

로 용성 검증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념

검증 이외에 벤치마킹, 일럿 테스트, 로토타이

핑 등이 있으나 다른 방법들이 비교/개선의 목

을 두는 반면에 개념검증은 신제품(기술)에 한 

확신이 아직 부족할 경우 가능성에 한 사 검증

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용성 검증을 하여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진행된 농림수산식품부의 연구과제인 ‘농식품 생

산․유통 효율화를 한 RFID 정보 리 기술 개

발'의 산출물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계층  온

톨로지를 용하여 유사한 결과(u-Farm 서비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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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비즈니스 온톨로지 용과정

[그림 9] 계층  온톨로지 비교(비즈니스 온톨로지))

별)가 도출되는지를 검증하 다. 

u-Farm 서비스 모델은 ITA/EA의 4개 아키텍

쳐(Business, Application, Data, Technology)로부

터 각각의 참조모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출되

었다[3]. 

ITA/EA의 참조모형은 조직 체의 아키텍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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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황 온톨로지 용(일부발췌)

[그림 10] 계층  온톨로지 비교(상황 온톨로지)

상을 기본으로 조직  도입을 통하여 사  시스

템의 최 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비즈

니스 연계보다 사  표 화, 운용/ 리의 효율화

(거버 스)에 심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한 산

출물(아키텍쳐, 참조 모형)이 이해당사자(계획자, 소

유자, 설계자, 개발자)의 시각(perspective)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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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서비스 온톨로지 용과정

크게 향을 받으며 한 장기 인 에서 아

키텍쳐의 진  진화를 제로 하기 때문에 목표

와 구 의 투명성 부족, 목표와 성과의 시스템  

연계 부족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두 모형으로부터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각각의 성능이 우수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본 

논문에서 ITA/EA 참조 모형의 역할은 온톨로지 모

형의 서비스 도출 과정을 검증하는 기 (reference 

model)으로써의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한다. 진정

한 온톨로지 모형의 성능평가를 하여는 먼  서

비스식별을 포함하는 SOA 구  방법론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평가 모형(평가기 , 표본, 평가

방법)의 설정과 검증이 필요하나 본 논문에서의 

용성은 3개 온톨로지 사이의 연계 가능성이라는 

제한  범 를 의미한다.

ITA/EA에서 u-Farm 서비스 모델은 요구사항

(12개), 로세스, 기반 기술 등의 데이터를 기반

으로 하여 비즈니스(18개), 애 리 이션(10개), 서

비스(14개) 목록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목록들은 

상호 연계 없이 각기 독립 인 참조모형을 설계하

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들이다. 

• 1차 검증：u-Farm 요구사항을 비즈니스 온톨

로지 속성에 용하고 요구사항과 연 된 비지

니스 목록을 도출한다. 온톨로지 용을 통한 

비즈니스 목록과 u-Farm 참조 모형의 비즈니

스 목록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온톨

로지 속성의 친화도(affinity) 평가와 비즈니스

의 조합(orchestration)을 통해 참조모형의 목록

이 도출되는 지 검증한다. 

• 2차 검증：1차 검증 완료 후 비즈니스 목록을 상

황 온톨로지 속성에 용하고 애 리 이션 목

록을 도출한다. 온톨로지 용을 통한 애 리

이션 목록과 u-Farm 참조 모형의 애 리 이션 

목록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온톨로지 

속성의 친화도 평가와 애 리 이션의 조합을 

통해 기존의 목록이 도출되는 지 검증한다.

• 3차 검증：2차 검증 완료 후 애 리 이션 목

록을 서비스 온톨로지 속성에 용하고 서비스 

목록을 도출한다. 온톨로지 용을 통한 서비스 

목록과 u-Farm 참조 모형의 서비스 목록을 비교

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온톨로지 속성의 친

화도 평가와 서비스의 조합을 통해 기존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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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계층  온톨로지 비교(서비스 온톨로지) 

록이 도출되는 지 검증한다. 

1차, 2차, 3차 검증에서 비교 후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합을 통해 기존 목록이 도출되는지를 검증

하는 것은 그러한 복합(composite, orchestration)

의 가능성이 SOA의 표  특성 에 하나이기 

때문이다.1) 

u-Farm의 요구사항은 총 12개로 농업구조개선, 

농 복지향상, 농조직화 규모화, 지역농 랜

드화, 소비자신뢰도개선, 가격경쟁력제고, 유통효

율화, 식품안정성향상, 친환경고품질화, 장 사

용자 심시스템, 통합데이터 리, 기술보 체계 

신 등이다.

u-Farm 요구사항을 비즈니스 온톨로지의 속성

(이해당사자, 기능, 로세스, 목표)에 용 시킨 

후 기존의 비즈니스 목록과 비교한 결과, 기존의 

18개의 비즈니스 목록 모두가 직 (1차) 는 조

합으로 모두 추출되었다. u-Farm 연구과제의 경

우 최종 으로 서비스 도출과 컴포 트화를 제

로 비즈니스 목록을 설정한 것이 아니어서 온톨로

1) Enterprise/Domain/Entities/Candidate/Atomic, 

Abstract/Specific.

지를 통하여 추출된 비즈니스 후보들 보다 크기 

 범 가 일정치 못하지만 온톨로지 속성의 친화

도을 심으로 재구성 한 결과 두 목록이 같은 결

과로 해석될 수 있다. u-Farm의 비즈니스 목록은 

18개로 재배의사결정지원사업, 수확(도축)지원사

업, 종의사결정 지원사업, 수매지원사업, 농가경

분석지원사업, 품질인증사업, 검역 리사업, 축

산물생산 이력조회사업, 질병 방사업, 생육이력조

회사업, 유통이력조회사업, 등 정사업, 생

리사업, 직거래지원사업, 신품종보 사업, 유통지

원사업, 출하지원사업, 농업기술개발사업 등이다.

u-Farm 비즈니스 목록을 상황 온톨로지의 사용

자 로 일(이해당사자별), 조건(장치/기능), 활동

(사 /사후업무)에 용 시킨 후 기존의 애 리

이션 목록과 비교한 결과, 기존의 10개의 애 리

이션 목록 역시 상황 온톨로지를 통해서 직 (1

차) 는 조합으로 도출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u-Farm의 애 리 이션은 총 10개로 품종정보

시스템, 농작물사례 리 시스템, 수 분석 시스템, 

유통 리 시스템, 농업기상정보 시스템, 생육 리 

시스템, 질병 리 시스템, 품질 리 시스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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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최종 산출물 간 계

리 시스템, 통합농업정보 시스템 등이다.

u-Farm 애 리 이션을 서비스 온톨로지의 액

터, 환경, 정보, 효과, 워크 로우에 용 시킨 결과 

14개의 서비스 목록을 직 (1차) 는 조합으로 일

치 시킬 수가 있었다. 서비스 조합의 논리로 사용

된 온톨로지 속성의 친화도 변수는 환경, 입/출력

정보, 워크 로우 등이다.

ITA/EA 참조 모형의 목록(요구사항, 비지니스, 

애 리 이션, 서비스)과 제안하는 계층  온톨로

지를 통한 목록 간의 정합성(conformity)은 [그림 

12]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계층  온톨로지를 ITA/ 

EA 참조 모형의 통해 도출된 목록들과 비교해보았

을 때 12개의 요구사항 목록으로부터 18개의 비즈

니스 목록, 10개의 애 리 이션 목록, 14개의 서

비스 목록이 모두 도출될 수 있음을 보 다.

ITA/EA 참조 모형의 목록이 크기와 범 에 일

성/규칙성을 가지지 못하고 추상 으로 정의되

어 있어 계층  온톨로지를 통한 목록과 직 (1차

)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온톨로지 

속성의 친화도(affinity)를 평가해서 조합(2차)으로 

정합성(conformity)을 검증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온톨로지 모형은 학술

으로 서비스 정의/식별의 객 성(objectivity)과 일

성(consistency)의 정도를 높여 SOA 방법론의 

정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며 구  

기술 으로 SOA 기반 애 리 이션의 분석/설계/

구 시 서비스의 다형성(polymorphism), 온톨로지 

수정의 동 구 (dynamic binding) 등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연구의 한계 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계층

 온톨로지는 SOA 구  방법론  서비스를 식

별하고 서비스를 정의하는 단계에 국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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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계층  온톨로지 모형

이 SOA 구  방법론으로 완성되기 하여는 향후 

요구분석과 오 스트 이션의 정형화와 서비스 컴

포 트의 물리설계에 필요한 기반기술과의 연계, 

워크 로우 최 화 방안 등과 함께 성능 검증을 

한 평가모형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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