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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맨틱 웹 서비스는 업계중심의 웹 서비스 기술들과 학계중심으로 연구진행중인 시맨틱 웹 기술들 

모두를 포함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지능형 e-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간을 제공한

다. 이에 본 논문에서 우리는 지능형 e-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맨틱 웹 서비스 아키

텍처 및 그 구성요소들과 관련된 기술들을 제안한다. 그리고 간단한 시나리오의 구현 및 관련연구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안된 아키텍처의 타당성을 보인다. 

1. 서론

  웹 서비스는 표준 XML 메시징을 통하여 네트워크 접

근 가능한 연산들의 집합을 기술하는 자가 기술적인 모듈

화된 응용들이다[1]. 웹 서비스 표준들로는 메시징을 위한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2], 서비스 기술을 

위한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3] 및 

서비스 발표 및 검색을 위한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4]과 같은 기본적인 스펙들과 

더불어 WSCI(Web Service Choreography Interface)[5], 

BPEL4WS(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for 

Web Services)[6] 및 DAML-S(DAML ontology for web 

services)[7]와 같은 서비스 구성을 위한 표준들이 있다. 

  시맨틱 웹 서비스가 특히 e-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는 이유는 기존 정적인 웹에서 단순한 EDI 기반

의 문서교환에 머물고 있는 e-비즈니스를 웹 서비스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상호 필요한 원격 프로그램들을 호출함

으로써 기업의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동적인 개념으로 변

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8]. 게다가 시맨틱 웹 기반 기술

의 활용으로 인하여 데이터의 포맷이 아니라 의미처리가 

에이전트와 같은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업계중심의 웹 서비스 기술들과 학

계중심으로 연구진행중인 시맨틱 웹 기술들 모두를 포함

하는 시맨틱 웹 서비스의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제안된 아

키텍처는 지능형 e-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간

단한 시나리오 및 구현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웹 서비스와 

시맨틱 웹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지능형 e-비즈

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근간으로서의 시맨틱 웹 서비스 중

요성을 부각시킨다. 3장에서는 시맨틱 웹 서비스 아키텍처

를 제안하고, 4장에서는 제안된 시맨틱 웹 서비스에 바탕

을 둔 시나리오와 그 구현을 언급함과 동시에 기존의 연

구와의 차이점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시맨틱 웹과 웹 서비스

  본 섹션에서는 시맨틱 웹과 웹 서비스의 관계를 조명함

으로써 시맨틱 웹 서비스가 효과적인 지능형 e-비즈니스

를 수행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이유를 살펴본다. 

  2.1 시맨틱 웹과 웹 서비스의 관계

  시맨틱 웹의 목적은 기계가 데이터의 의미를 자동적으

로 이해 및 추론이 가능한 웹의 구현에 있다. 이를 위하여 

DAML+OIL과 같은 인공지능기반의 마크업 언어들을 이

용하여 도메인 지식의 정형화 포맷인 온톨로지를 기술한

다. 

  웹 서비스 기술은 주로 사용자 브라우징에 바탕을 둔 

정적인 정보사용이라는 과거 웹의 패러다임을 에이전트와 

같은 기계에 의한 자동처리가 가능한 동적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킨 기술로써, CORBA와 같은 전통적인 미들웨어와

는 달리 개방 환경 표준들에 근거하여 원격의 서비스를 

호출한다. 따라서 B2B나 EAI와 같은 e-비즈니스 활동들

의 수행에 있어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에서 보듯이 우리는 시맨틱 웹 기반의 웹 

서비스를 우리는 시맨틱 웹 서비스 또는 지능형 웹 서비

스로 정의한다. 시맨틱 웹 서비스는 데이터의 형식보다는 

추론형식을 통하여 의미의 자동처리가 가능한 방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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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는 DAML-S1)가 

있다. 

Web Service
SOAP, WSDL, UDDI 

WWW 
HTTP, HTML, URI 

Semantic Web 
DAML+OIL

Semantic Web Service
(Intelligent Web Service)

DAML-S
Dynamic

Static

Advanced Technology

From static to dynamic
via RPC paradigm

Web data inference and automation

Advanced automation 
based on WS interactions
(ontology inferencing)

From static to dynamic
via Agent Communications

Web Service
SOAP, WSDL, UDDI 

WWW 
HTTP, HTML, URI 

Semantic Web 
DAML+OIL

Semantic Web Service
(Intelligent Web Service)

DAML-S
Dynamic

Static

Advanced Technology

From static to dynamic
via RPC paradigm

Web data inference and automation

Advanced automation 
based on WS interactions
(ontology inferencing)

From static to dynamic
via Agent Communications

(그림 1) 시맨틱 웹 서비스 정의

3. 시맨틱 웹 서비스 아키텍처

  이 섹션에서는 (그림 2)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시맨틱 웹 

서비스 아키텍처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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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맨틱 웹 서비스 아키텍처 

  3.1 기존 하부구조

  하부구조상의 레이어들은 크게 좌측의 시맨틱 웹 스택

과 우측의 웹 서비스 스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좌측 스택

은 XML, XML 스키마 정의를 근간으로 한 온톨로지 마

크업들인 RDF(S), DAML+OIL(현 OWL)과 이를 바탕으

로 하는 서비스 온톨로지 언어인 DAML-S를 포함한다. 

우측의 웹 서비스 스택은 WSDL, BPEL4WS, WSCI 등을 

포함한다. 

  3.2 새로운 마크업 언어

  시맨틱 웹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여 지능형 e-비즈니스

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마크업 언어로서 우리는 규

칙표현 및 추론 메커니즘을 포함한 형태의 DAML-S 확

장을 고려하 다. 규칙기반 프레임워크로의 통합 및 확장

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10]을 참조한다. 그리고 우리가 

DAML-S를 근간으로 선택한 근거에 대해서는 [8,9]를 참

조한다. 

  3.3 해결되어야 할 이슈들

1) OWL-S가 2003년 11월에 발표되었지만 연구수행당시 
이용가능하지 않았다. 그리고 DAML-S를 선택한 근거는 
[8,9]를 참조한다. 

  이 섹션에서는 시맨틱 웹 서비스 아키텍처가 지능형 e-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 가능한 해결책

들을 개념적인 수준에서 제안한다.  

    3.3.1 서비스 생성

  [11]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서비스 매치메이킹 및 추론 

단계에서 도메인 온톨로지 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기 때문에 서비스는 도메인 온톨로지에 근간을 두고 개발 

및 생성되어야한다.  

  서비스 온톨로지의 자동생성 방법으로는 우리의 선 연

구[12]에서와 같이 ID3와 같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

용할 수 있다. 또한 [13]과 같은 접근법과 같이 XSLT를 

이용하여 모델링 언어를 UML로 매핑한 후 개발자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UML을 이용하여 모델링할 수

도 있다. 

    3.3.2 서비스 발견

  우리는 사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유연한 결과들을 제공

하지 못하는 키워드 기반의 UDDI 검색방법을 지양한다. 

대신에 서비스를 에이전트로 간주하는 [7]을 비롯한 몇몇 

견해에 따라 에이전트 간 통신 및 추론에 근거하여 서비

스를 발견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서비스 매치메이킹에 대

한 우리의 선 연구는 [9]를 참조한다. 

    3.3.3 서비스 구성 및 검증

  원자(atomic) 서비스는 복합 서비스를 위한 구성요소들

로 간주된다. 복합 서비스 수행을 위한 처리절차는 복합서

비스를 구성하는 원자 서비스들을 발견한 후 사용자의 제

약사항이나 기호에 맞게 조합 또는 순서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의 자동구성에 관

한 연구들은 프로세스 측면에 초점을 둔 결과들을 제시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보충하는 연구로는 [14]로서, 

QoS보장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이 모델을 최적화 문제

로 변환 후 선형 프로그래밍(Linear Programming)을 이

용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14]에서는 구체적인 모델링 언

어의 신택스를 이용한 프로세스 모델이 언급되지 않았다. 

  우리는 서비스 구성문제가 마크업 언어의 신택스에 근

간한 모델링 이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제약사항이나 기

호와 관련된 QoS 모두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 우리의 선 연구[15]는 이와 같은 

접근법을 따르는 사례로서 간주될 수 있다.  

  서비스 구성 및 실행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

한 부분은 검증이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이 동

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이므로 서비스의 오사용 및 

남용은 네트워크 부하 초래 및 공유자원의 불가용성과 같

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6]에서 지적되

고 있는 Situation Calculus에 근간을 두고 있는  

ConGolog는 서비스 실행이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

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이다. 

    3.3.4 서비스 및 온톨로지 관리

  도메인 온톨로지 및 이에 기반하여 생성된 서비스 온톨

로지들은 각각 서로 다른 마크업 언어들로 표현될 수 있

다. 따라서 기존 데이터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온톨로

지의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통합 및 변환은 매우 중요하다. 

4. 구현

  4장에서 우리는 3장에서 제안한 시맨틱 웹 서비스 아키

텍처 중 3.2절에서 언급된 새로운 마크업 언어가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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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력 및 실행가능성에 중심을 둔 구현사례를 언급한다. 

  4.1 시나리오

  우리는 [17]에서 언급된 시나리오의 응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성하 다. 아래의 두 코드는 각각 어떤 

사람 Siana가 이벤트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개인적인 기호 

처리를 위한 규칙정보와 이에 대응되는 Jess[18] 표현이

다. Jess는 공개된 규칙 시스템으로서 여타의 다른 연구들

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언급된 효과적인 추론 엔진이다. 

◦시나리오: Siana는 저녁으로 피자를 먹고 싶다. 이를 위

해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식당을 예약하고자 한다. 

Siana의 에이전트에는 그녀가 선호하는 교통수단이 택

시라는 것이 미리 정의되어 있으며 또한 기본적인 서비

스 이외에 이벤트 요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욱 선호

한다는 것 역시 정의되어 있다. 777 택시회사는 자사의 

택시를 예약하는 고객에 한하여 Spaghettia라는 피자점

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따라서 Siana의 에이전트는 

777 택시회사와 Spaghettia 피자점의 예약을 실행할 것

이다. 

<표 1> Siana의 선호도를 위한 규칙표현

<damlRuleML:imp>

  <damlRuleML:_rlab>

    <damlRuleML:ind>priorSelectRule</damlRuleML:ind>

  </damlRuleML:_rlab>

  <damlRuleML:_body>

    <damlRuleML:atom>

      <damlRuleML:_opr>

         <damlRuleML:rel>performEvent</damlRuleML:rel>

      </damlRuleML:_opr>

      <damlRuleML:var>Service</damlRuleML:var>

    </damlRuleML:atom>

  </damlRuleML:_body>

  <damlRuleML:_head>

    <damlRuleML:atom>

      <damlRuleML:cterm>

<damlRuleML:_opc>

          <damlRuleML:ctor>SelectService</damlRuleML:ctor>

</damlRuleML:_opc>

<damlRuleML:var>Service</damlRuleML:var>

      </damlRuleML:cterm>

    </damlRuleML:atom>

<표 2> XSLT를 통해 변환된 Jess 스크립트

(if (call ?relation compareTo "performEvent") then

    (selectService ?Service)

)

  4.2 시스템 구성 및 아키텍처

  우리가 구현한 시스템은 (그림 3)에서 보이듯이 크게 네 

가지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검색 모듈, 매치메이킹 모

듈, 서비스 구성 모듈 그리고 실행 모듈이다. 각각의 모듈

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검색 모듈: 서비스 저장소에 사용자의 질의를 요청하여 

필요한 서비스들을 검색하는 모듈이다.

◦매치메이킹 모듈: 검색 모듈이 검색한 서비스들 중 

DAML-S 프로파일에 기술된 규칙정보를 이용하여 적절

한 서비스를 선정해주는 모듈이다.

◦서비스 구성 모듈: 매치메이킹 모듈에서 선정된 서비스들

을 실행 순서에 맞도록 적절히 조합해주는 모듈이다. 

◦실행 모듈: 서비스 구성 모듈에서 조합된 서비스에 순서

대로 SOAP 메시지를 전송하고 결과를 사용자 인터페이

스에 전달하는 실행 모듈이다.

(그림 3) 구현시스템 아키텍처

  전체적인 구현시스템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들을 요청하게 되

면 검색 모듈은 사용자의 질의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서비

스 저장소에서 검색하여 매치메이킹 모듈로 전송한다. 또한 

(그림 4)에서 기술된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서비스의 

DAML-S 프로파일에 기술된 규칙들은 XSLT를 통해 Jess 

스크립트로 변환된다. 매치메이킹 모듈은 XSLT를 통해 변

환된 각 서비스들의 규칙과 사용자 프로파일에 정의된 사

용자의 규칙을 비교하여 이에 부합되는 서비스들만을 선정

한다. 서비스 구성 모듈은 DAML-S 프로세스에서 기술된 

규칙을 이용해 선정된 서비스들의 실행 순서를 결정하여 

적절히 조합하고, 실행 모듈 Apache Axis[19]를 이용하여 

각 서비스들에 자동적으로 SOAP 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응

답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전달하게 된다. 

(그림 4) 온톨로지 및 규칙표현 정보의 추론과정

  4.3 특징 및 비교

  본 섹션에서는 우리가 제안하는 시맨틱 웹 서비스 아키

텍처를 근간으로 하여 구현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1]에서 

제안한 것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인

다. 

  다음 (그림 5)는 [1]에서 제안한 시맨틱 웹 서비스 아키

텍처이다. 



제21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1권 제1호 (2004. 5)

372

(그림 5) 시맨틱 웹 서비스 아키텍처[1]

  다음 (그림 6)은 3장에서 제안한 전체 아키텍처 중 새로

운 마크업 언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구현한 시스템을 설명

해주는 아키텍처로서, (그림 5)와의 비교를 위하여 부가적

으로 모델링한 것이다. 

(그림 6) 변형된 아키텍처

  [10]에서 또 다른 시나리오를 통하여 보이고 있듯이 [1]

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술들로서는 지능형 e-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제

안한 시맨틱 웹 서비스 아키텍처 및 기술들(특히 규칙이 

내포된 확장 DAML-S라는 새로운 마크업 언어)을 이용할 

경우 지능형 e-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5. 결론

  우리는 본 논문에서 산업계중심의 웹 서비스 기술들과 

학계중심으로 진행중인 시맨틱 웹 기술을 아우르는 접근

법을 취하는 시맨틱 웹 서비스가 효과적인 지능형 e-비즈

니스의 수행에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임을 언급하 다. 이

에 지능형 e-비즈니스를 수행을 위한 시맨틱 웹 서비스 

아키텍처를 제안하 고, 각각의 구성요소들을 언급하 다. 

특히 본 논문에서 우리는 [10]에서 언급된 규칙정보가 내

포된 확장된 형태의 DAML-S라는 새로운 마크업 언어에 

중심을 둔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기존 아키텍처에서 언

급되고 있는 기술들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자연

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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