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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우리는 지능형 e-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맨틱 웹 서비스 아키텍처의 구

성요소인 마크업인 OWL-S를 CLP(Constraint Logic Program) RuleML로의 확장 및 통합방안에 관한 연

구결과를 제시한다. 우리의 주 공헌은 OLP(Ordinary Logic Program), SCLP(Situated Courteous Logic 
Program) 및 CLP(Constraint Logic Program) 사이의 표현력과 계산력을 비교 및 분석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시맨틱 웹, 웹 서비스 그리고 규칙표현 모두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 다는 것이

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접근법은 온톨로지를 마크업하기 위한 노력과 규칙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통합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규칙들을 이용하여 온톨로지들을 보

완하고, 규칙들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온톨로지들에서 정의된 용어들 및 속성들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1. 서론

  시맨틱 웹 서비스는 특히 e-비즈니스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존 정적

인 웹에서 단순한 전자문서 교환에 머물고 있는 e-

비즈니스를 웹 서비스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상호 필

요한 원격 프로그램들을 호출함으로써 기업의 프로

세스를 수행하는 동적인 개념으로 변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맨틱 웹 기반 기술의 활용으로 인하

여 데이터의 포맷이 아니라 의미처리가 자동으로 수

행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1,5]. 

  웹 서비스를 위한 표준들로는 SOAP, WSDL, 

UDDI와 같은 기본적인 기술에서부터 WSCI, 

BPEL4WS, OWL-S와 같은 서비스 구성을 위한 다

양한 표준들이 존재하고[1-3], 시맨틱 웹을 위한 표

준들로는 RDF(S), OWL과 같은 표준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OWL-S를 시맨틱 웹 서비스 

마크업의 근간으로 선택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시

맨틱 웹과 온톨로지 분야에서 기원된 추론이 가능한 

마크업일 뿐만 아니라 기계에 의한 의미처리가 가능

한 표현력이 풍부한 언어이기 때문이다[1,3]. 

  한편 규칙들은 전통적으로 이론적인 컴퓨터 과학, 

컴파일러 기술, 데이터베이스들, 로직 프로그래밍 및 

인공지능에서 사용되어왔다. 시맨틱 웹은 단지 디스

플레이 목적들을 위해서 기계들에 의해서 규칙이 사

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용들의 자동화와 통합 

및 재사용을 위해서도 규칙이 웹에서 사용될 수 있

도록 시도하고 있다. 시맨틱 웹을 위한 규칙 마크업

은 규칙들이 시맨틱 웹의 설계 전략들에 있어 중요

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이다

[4]. 

  이에 우리는 시맨틱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지능형 e-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맨틱 웹, 웹 서비스 및 규칙(RuleML)과의 자연스

런 통합을 추구할 수 있는 근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OLP(Ordinary Logic 

Program)[11,7], SCLP(Situated Courteous Logic 

Program)[7] 및 CLP(Constraint Logic 

Program)[8,9] 사이의 표현력 및 계산능력을 비교하

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RuleML 분야에서 현재 

제안된 SCLP RuleML을 포함하는 접근법 안에서 

OWL-S를 CLP 규칙기반 시스템으로의 확장 및 통

합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온톨로지와 

규칙의 자연스런 통합이외에 규칙정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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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를 보충할 수 있고 또한 온톨로지에서 사용

되는 용어를 이용하여 규칙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OWL-S, RuleML(OLP 및 SCLP) 및 CLP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3장에서는 OLP, SCLP 및 CLP 

사이의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OWL-S의 CLP 

RuleML로의 확장 및 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으로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과제를 언급한다. 

2. OWL-S, RuleML 및 CLP

  2.1 OWL-S

  OWL-S는 시맨틱 웹을 근간으로 하는 웹 서비스

의 발견, 실행, 구성 및 모니터링을 자동화시키기 위

한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OWL-S 서비스 온

톨로지는 프로파일, 프로세스 모델 및 서비스 그라

운딩 온톨로지로 구성된다. 

  2.2 RuleML(OLP 및 SCLP) 

  RuleML[6]은 규칙 지식표현을 위한 XML 신택스

로서 RuleML의 핵심 표현은 혼 로직 프로그램이다

(즉 OLP). 그러나 RuleML은 NAF(Negation As 

Failure)와 전통적인 부정과 같은 부정문제, 우선권

이 정해진 충돌 핸들링 및 질의들과 액션들을 위한 

절차적인 프리미티브들이 없다는 표현상의 제한점들

을 가진다. 게다가 RuleML에서는 이항관계(binary 

relation)들만을 포함한다는 제약도 가진다[7]. 

  SCLP RuleML[7]은 OLP RuleML의 표현력과 더

불어 질의들과 액션들을 위한 절차적인 프리미티브

를 포함하고(Situated LP) 논리적으로 비단조적인 

NAF 또는 우선권을 가지는 규칙 충돌 핸들링을 표

현할 수 있는 메커니즘(Courteous LP)을 가진다. 

  2.3 CLP

  CLP는 로직 프로그래밍과 제한 풀이(constraint 

solving)라는 두 가지의 선언적 패러다임의 결합으

로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시작되

었다[8]. 첫째, 로직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객체

는 해석되지 않는 구조를 표현한다. 이러한 제약은 

로직 프로그래밍의 추론이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게 

하 다. 반면에 제한 언어에서는 의미 있는 객체 사

이의 관계가 암시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 둘째, 로직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이 깊이 우선 탐색으로 인하여 

결국 생성 후 검사(generate and test) 알고리즘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지능적으로 취

급하기 위해서 제한 조작과 전파에 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었다[9]. 구체적으로 [10]은 제한을 사용

하는 방법(제한 후 생성(constrain and generate))을 

제시하 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탐색 과정과 

제한 풀이 과정의 접한 결합이다. 그로 인해서 제

한 논리 프로그램은 기존의 논리 프로그램보다 더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보다 효율적으

로 수행될 수 있다. 

3. OWL-S의 CLP로의 확장 및 통합

  3.1 OLP, SCLP 및 CLP와의 관계

  아래 (그림 1)의 좌측은 FOL(First Order Logic)

의 부분집합들인 DL(Description Logic)과 Horn LP 

및 이들의 교집합인 DLP(Description Logic 

Program)의 상관도[11]를 나타낸다. 우측은 OLP의 

확장형태를 취하는 SCLP를 나타낸다. 

FOL(First Order Logic)

DL
(Description
Logic)

DLP=
Horn LP∩DL

Horn LP=Ordinary LP
(Pure Prolog Logic)

Impure Prolog Logic
(cut, Second OL, NAF, 
Built-in predicates & Arithmetics)

Procedural attachments
For actions and queries

Prioritized conflict handling
Limited form of classical negation

SCLP(Situated Courteous LP)

Courteous LP

Situated LP

SCLP=OLP+Situated LP+Courteous LP

FOL(First Order Logic)

DL
(Description
Logic)

DLP=
Horn LP∩DL

Horn LP=Ordinary LP
(Pure Prolog Logic)

Impure Prolog Logic
(cut, Second OL, NAF, 
Built-in predicates & Arithmetics)

Procedural attachments
For actions and queries

Prioritized conflict handling
Limited form of classical negation

SCLP(Situated Courteous LP)

Courteous LP

Situated LP

SCLP=OLP+Situated LP+Courteous LP

(그림 1) FOL, DL 및 LP들의 상관도

  3.2 OWL-S와 CLP

  이 섹션에서는 OWL-S의 CLP로의 확장 및 통합

에 관련된 기술적인 고려사항들을 단계적으로 기술

한다. 

    3.2.1 SCLP와 CLP의 비교

  SCLP는 OLP의 SLP 및 CLP(Courteous LP)로의 

확장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SCLP는 비단조성 

문제 해결을 위한 CLP(Courteous LP)와 액션들과 

질의들을 위한 프리미티브들의 제공을 위한 SLP의 

합성이다. 

  그러나 (그림 1)의 우측을 자세히 본다면 비순수

(impure) Prolog를 통하여 부정(negation)문제를 해

결할 수 있고 ‘cut’을 통한 추론과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빌트인 ‘predicate’들과 ‘arithmetic’들을 이용

하여 표현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의 

아이디어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서 OLP를 CLP로 

확장하는 것이다. 즉 CLP의 인스턴스로서 간주[8]될 

수 있는 LP를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것이다. 

    3.2.2 CLP로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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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P로의 확장방안을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2개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첫째, SCLP가 OLP를 확

장한 방법과 유사하게 OLP를 CLP로 확장하는 것이

다. 둘째, SCLP를 포함하는 접근법안에서 CLP로의 

확장을 고려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안은 비순수 Prolog가 비단조문제를 해

결할 수 있으므로 Courteous LP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ituated LP부분에 대한 언급

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부가적으로 언

급을 해야만 한다. 

  두 번째 방안은 CLP가 SCLP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CLP는 자체적으로 비단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차적인 처리를 위한 

부가물들만 고려하면 된다. 

  이상의 두 가지 가능성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양쪽 

모두의 접근법들에서 SLP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고

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이 CLP

로의 확장을 위해 더 바람직한 접근법이라 주장한

다. 

    3.2.3 OWL-S와 CLP의 상호운용성

  OWL-S는 DL기반의 마크업인 OWL에 근간을 둔 

서비스 온톨로지이다. 따라서 OWL-S를 FOL기반의 

규칙 시스템과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OWL-S의 구

조물들이 규칙정보로 표현 가능해야만 하고 그 역도 

성립해야만 한다. 사례연구로서 [11]은 FOL의 부분

집합들인 DL과 Horn LP의 교집합인 DLP를 정의하

고 이들의 상호 매핑들을 기술하 다. 

  그러나 DLP는 비단조문제와 절차적인 부가물들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CLP로의 확장을 위해서는 이러

한 부분들에 대한 부가적인 매핑을 정의해야만 한

다. 이 정의들은 CLP RuleML을 위한 XML 및 

RDF(S)로의 매핑도 포함할 것이다. 

    3.2.4 규칙엔진

  우리의 최종목적은 DL기반의 온톨로지 정보와 

FOL기반의 규칙정보 모두가 OWL-S 서비스 온톨

로지들에 표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DL기반의 온톨로지 정보와 FOL기반의 RuleML 규

칙정보가 상호매핑이 가능하다면 Racer[12]와 같은 

DL기반의 엔진이나 Jess[13]와 같은 LP기반의 엔진 

모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1]의 연구에서 언급된 FOL의 부분집합

들인 DL과 Horn LP의 교집합인 DLP내부에는, 

SCLP에 대응되는 부분의 언급이 없다. 따라서 CLP

로의 확장을 위해서는 비단조문제해결과 절차적인 

처리지원을 위한 첨가물에 대한 부분이 부가적으로 

언급되어야만 한다. 

  3.3 CLP로의 확장접근법의 특징 및 장점

  OLP를 SCLP를 포함하는 접근법 안에서 CLP로 

확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LP엔진보다 더 효율적인 CLP엔진의 사용: 생성 

후 검사 방식의 추론알고리즘을 지양하고 제한 후 

생성 방식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므로 LP엔진보다 

더 효율적이다. 

◦보다 더 뛰어나고 간결한 표현력 및 표현문법의 

제공: 정성적 및 정량적인 제약사항들 모두를 명

시할 수 있을[14] 뿐만 아니라 빌트인 ‘predicate’

들과 ‘arithmetic’들을 사용할 수 있다. 

◦시맨틱 웹 서비스 자동구성문제와 관련된 

QoS(Quality of Service) 최적화문제 모델링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인 근간으로서의 활용: 지능형 

e-비즈니스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시맨틱 웹 서

비스 아키텍처[5]에서 사용자의 기호 및 제약들을 

충족하면서 서비스를 자동으로 구성하는 문제는 

[15]에서와 같이 최적화문제로 모델링될 수 있다. 

그러나 [15]와 같은 접근법은 서비스 구성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구체적인 마크업의 신택스와 시맨

틱스를 배제했다. 이에 우리의 접근법에서는 스케

줄링문제와 같은 최적화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포

말리즘인 CLP RuleML과 결합된 형태의 OWL-S

를 언급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3.4 기타 고려사항

  DL기반의 OWL-S와 FOL기반의 CLP RuleML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고려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DL에서부터 FOL로의 변환시 유의점들

◦FOL에서부터 DL로의 변환시 유의점들

◦DL규칙엔진 또는 FOL규칙엔진 둘 중 하나 또는 

모두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장단점 비교

4. 결론 및 향후과제

  우리는 본 논문에서 OWL-S의 CLP 규칙시스템

으로의 확장 및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LP들 사이의 표현력 

및 계산능력들에 기반을 둔 비교, 분석을 수행하

고, 그 결과로서 SCLP RuleML을 포함하는 접근법

안에서 OLP RuleML을 CLP RuleML로 확장하 다. 

우리가 제안한 이 접근법은 지능형 e-비즈니스를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맨틱 웹 서비스 아키텍처

[5]의 구성요소인 새로운 마크업 언어에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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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구의 공헌은 시맨틱 웹, 웹 서비스 그리고 

규칙정보 모두를 포함하면서도 이들 각각에 대한 상

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근간을 마련하 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접근법은 규칙정보를 이용하여 온

톨로지를 보완할 수 있고 온톨로지에서 사용된 용어

들을 이용하여 규칙에서 사용되는 텀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우리의 현재 목적은 SCLP RuleML의 범위를 벗

어난 표현력을 보장하면서 계산능력은 여전히 신속

할 수 있는 CLP의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부분을 명시함에 있어 CLP의 모든 능력이 요구

된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추후의 연구에서 CLP가 

가진 특징들 중 이 부분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그

렇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이다. 또한 DL과 

FOL의 상호변환 문제에 있어 비단조문제와 절차적

인 처리를 위한 부가물들과 관련된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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