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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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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업과 조직에서는 정보 자원의 체계 인 리

와 표 화된 정보 기술의 도입 그리고, 조직의 목

표인 비즈니스와 정보기술의 정렬 달성에 한 노

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런 노력에 부응하여 비

즈니스와 IT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는 EA란 새로

운 아키텍처가 나타나게 되었고, 여러 조직과 기

업에서는 사  에서 비즈니스와 정보 기술 

략의 연결 고리 기능을 제공하는 EA의 도입이 

활발해졌다. 

EA는 기업이나 조직의 한 정보 자원을 잘 

정리한 일종의 임 워크, 형식화된 문서의 한 

형태라 생각할 수 있다. 즉, EA에서 사용자가 원

하는 정보에 한 검색을 지원하는데 있어 단순 

검색 뿐 만 아니라 사용자의 높은 참여를 요구하

고 있다. 기존의 검색은 “ 가 무엇을 하기 해 어

떤 비즈니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어떤 기술과 생

산품을 사용하고 있는가?”와 같은 복합 인 검색

을 지원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개

선하기 해서 재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시맨틱 웹 기반의 온톨로지를 용함으로써 기업

과 조직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

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A 온톨로지의 구 은 실제 EA에 제공되는 메

타데이터들 간의 계를 이용한 정보 뿐 만 아니

라 추론을 통하여 감추어진 계를 이용한 새로운 

정보까지 제공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에

서는 표 인 EA 에서 미국방부의 비즈니스 

역에 한 EA인 BEA에 한 온톨로지를 구

하여 EA에 한 시맨틱 웹을 이용한 근 방법을 

제시한다. 

2. 련 연구

2.1 Enterprise Architecture

EA의 개념은 “조직  업무 활동과 정보 기술 

간의 계에 해 재의 모습과 향후 추구해나갈 

모습을 별도로 정의해둔 청사진”이다[2]. 여기서 

‘Enterprise’의 의미는 용 조직의 범 를 넘어서 

정보화에 담겨질 역의 범 라고 말할 수 있다[1]. 

즉, 정보화의 청사진에 담겨질 역이 조직이 보유

한 정보 기술 인 라, 애 리 이션,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뿐만 아니라 조직 목

표를 달성을 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조직 목표 

 략을 포함) 까지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임

을 강조한 것이다[1].

EA의 장 은 EA가 기존의 정보화의 문제 으로 

지 되던 자원의 복이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비즈니스와 정보 기술의 연계가 가능하게 한다는데 

가장 큰 이 을 가지고 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하는 기업이나 부서가 존재할 경우에 한쪽에서 EA

가 존재할 때, 다른 쪽에서 기존의 EA를 활용하여 

새로운 EA 구축을 하거나 그 로 사용가능하기 때

문에 복 투자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EA의 구성 요소는 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EA는 일반 으로 몇 개의 하부 구조가 존

재하며 그 하부 구조간의 계성이 존재한다. 

를 들어 미국방부의 경우에는 3개의 하부 구조인 

운 , 시스템, 기술 아키텍처로 구성되고[6], 미 연

방정부의 경우에는 5개의 하부 구조인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정보 아키텍처로 구성된다[7]. 

 EA를 구축하는 과정은 먼  조직이 보유한 모

든 정보자원을 조직의 략  목표와 목표 달성을 

한 련 업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 

정보 획득을 한 지원도구로써 응용 로그램, 응

용 로그램 구 에 필요한 IT 기술로 구분한다. 그 

후, 각 요소별 엘리먼트 간 연 계를 식별하는 

사  정렬(Enterprise Alignment)단계로 진행된

다. 아키텍처 에서 정렬이란, ‘어떤 연 된 것

들 상호간의 배열(arrangement)’이라고 정의한다[5].

2.2 DoDAF

미국방부는 미래정보 과 체계통합  수행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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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방 업무에 한 EA인 DoDAF를 개발하

다[6]. 즉 국방업무에 미래 합동 장 운용 개념

에 부합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용함으로서 미래

의 효과 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수

행하고 있다. DoDAF는 아키텍처를 모델링하고 

설계하는데 한 지침 원리를 제공하며, 이러한 

아키텍처를 기술하기 하여 운용(Operations), 체

계(Systems), 기술 표 (Technical Standards)의 

3가지 표  을 정의한다. 

운영관점
(Operational View)

수행대상 및 정보교환

정보교화과 운용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체계를 위한 기술표준

기술지원 및
신기술능력

운용능력및요구

정보교환을 만족하는 시스템

운영관점
(Operational View)

체계관점
(System View)

기술표준관점
(Technical Standard View)

[그림 2-1] DoDAF 간의 계도

운용 (Operational View)은 임무와 비즈니스 

로세스를 포함한 요한 운용 개념과 련된 능

력들이 내부 으로 어떻게 한 련이 있는지 

설명한다. 체계 (Systems View)은 기능을 제

공하거나 지원하기 한 체계와 상호 연결을 그래

픽이나 서술식으로 설명한다. 기술 표  (Te-

chnical Standards View)은 특정한 기술 표  요

구에 부합되는 체계 개발을 보장하기 해서 체계

구성요소의 배열, 상호 작용  상호 의존성을 설

명한다. 

2.3 BEA 3.1

DoD는 DoD의 업무를 4가지 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EA를 개발하 다. 이 에 BEA는 DoD의 

비지니스 정보 조직을 해서 개발된 EA이다[5]. 

BEA의 산출물들은 DoDAF의 산출물 기반으로 만

들어졌지만 그보다 작은 수의 산출물로 구성되어 

진다. BEA 산출물은 문서와 그래 의 형식으로 

로세스, 데이터, 기술 표 , 비즈니스 규칙, 운용 

활동과 정보 교환 등의 DoDAF의 비즈니스 업무

와 련된 모든 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BEA의 

산출물은 다음 [그림 2-2]와 같다.

• All views
– AV-01    Overview and Summary Information 
– AV-02     Integrated Dictionary

• Operational views
– OV-02    Operational Node Connectivity Description
– OV-03    Operational Information Exchange Matrix
– OV-05    Activity Model
– OV-06a  Operational Rules Model (Business Rules)
– OV-06c  Business Process Model
– OV-07    Logical Data Model System Views

• System views
– SV-01     Systems Interface Description
– SV-05     Operational Activity to Systems Function Traceability Matrix
– SV-06     Systems Data Exchange Matrix Technical Standards Views

• Technical Standards Views
– TV-01     Technical Standards Profile

• All views
– AV-01    Overview and Summary Information 
– AV-02     Integrated Dictionary

• Operational views
– OV-02    Operational Node Connectivity Description
– OV-03    Operational Information Exchange Matrix
– OV-05    Activity Model
– OV-06a  Operational Rules Model (Business Rules)
– OV-06c  Business Process Model
– OV-07    Logical Data Model System Views

• System views
– SV-01     Systems Interface Description
– SV-05     Operational Activity to Systems Function Traceability Matrix
– SV-06     Systems Data Exchange Matrix Technical Standards Views

• Technical Standards Views
– TV-01     Technical Standards Profile

[그림 2-2] BEA 산출물(AV, OV, SV, TV)

AV(All View)는 BEA에 한 소개(AV-1)와 용

어 사 (AV-2)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BEA의 OV, 

SV, TV는 DoDAF의 OV, SV, TV와 기본 으로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OV는 운 노드와 노드간

의 연결성(OV-2)과 운 활동에 필요한 정보 교환

(OV-3)과 운  활동 모델(OV-5)과 운 에 필요

한 규칙과 로세스(OV-6)와 논리 인 데이터 모

델시스템(OV-7)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SV는 시

스템 구조(SV-1)와 운 활동과 시스템간의 계

(SV-5)와 시스템간의 데이터 교환(SV-6)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TV는 재 시스템에서 요구

되는 표  기술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러

한 BEA의 산출들은 서로간의 계성이 존재한다. 

이들 간의 계는 다음의 [그림 2-3]과 같다.

S V T V

O V - 2

O V - 3

O V - 5 O V - 6 a

O V - 7

O V - 6 c

S V - 5
S V - 1

S V - 6 T V - 1

A V

O V

S V T V

O V - 2

O V - 3

O V - 5 O V - 6 a

O V - 7

O V - 6 c

S V - 5
S V - 1

S V - 6 T V - 1

A V

O V

[그림 2-3] BEA 산출물간의 계성

BEA는 재 공개된 EA 에 가장 작은 양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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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량을 가지고 있고 산출물간의 계가 명료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EA에 한 온톨로지 구 에 

합하다. BEA의 형태를 보면 일반 인 웹과 문

서의 형태로 되어 있다. 즉, 각각의 산출물은 PDF 

는 엑셀 문서형식과 일반 웹페이지의 형태로 제

공된다. BEA로부터 정보를 검색하고자 한다면 웹

페이지간의 링크나 문서로 부터 원하는 정보를 검

색 가능하다. 이러한 단순 정보 검색을 발 시키

기 해서 BEA에 온톨로지를 용함으로써 단순 

검색이 아닌 복합  정보에 한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2.4 시맨틱 웹과 온톨로지

시맨틱 웹은 기존의 웹과 다른 웹이 아니라 재

의 웹을 확장하여 웹상의 정보들에 잘 정의된 의

미를 부여함으로써 사람과 컴퓨터가 함께 웹의 정

보와 지식을 처리할 수 있는 웹의 환경을 제공한

다[4]. 즉 문서의 의미를 명확하고 컴퓨터가 이해

할 수 있는 형태로 표 하여 즉 문서에 의미정보

를 부여하여 컴퓨터가 웹 자원들을 효율 으로 

리함으로서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컴퓨터가 사

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맨틱 웹은 재 연

구 분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재 발 인 

개념이다. 시맨틱 웹에서 온톨로지는 특정 도메인

에 맞게 지식을 개념화하고 이를 명세화한다. 

온톨로지란 “해당 역의 공유된 개념화에 한 

형식 이고 명시  기술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12]. 형식 이라는 것은 기계가 읽고 처리할 수 있

는 술어 논리와 같은 인공지능의 지식표 방법을 

말하고, 명시 이라는 것은 개념들의 유형과 개념 

사용에 한 규칙을 명시 으로 정의 내린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유된다는 말은 용어의 사

용이 련 사람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고 

개념화라는 말은 실제 세계에 한 모형을 의미하

며, 해당 역이라는 것은 특정 역 심이라는 

뜻이다. 한 온톨로지는 용어 사이의 계를 정

의하고 있는 일종의 사 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

다. 온톨로지의 표 기술과 논리  추론 기술을 

통해 복잡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

야와 웹과 련된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온톨로지는 개념들 사이의 상속 인 계층구조와 

각 개념의 속성 값의 계로 표 된다. 온톨로지

는 사물이나 행 의 상속, 계층 구조로 개념을 분

류하며 개념들 사이를 is-a, part_of, have_a 등 다

양한 계들로 연결해 다. 즉 개념들 사이의 상속

인 계층구조와 각 개념의 속성 값의 계로 표

된다. 효율 인 온톨로지 언어는 이용자에게 높

은 직 성을 제공해야 한다. 한 추론 특성으로 

설계된 형식  의미를 갖추어 완결성, 정확성, 효

율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웹 표  언어와의 

한 연결을 보유하여 상호운용성을 보증해야 한다.

온톨로지는 다음의 차에 따라서 온톨로지 설

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먼  역과 온톨로지 범

를 설정한다. 어떤 온톨로지를 만들 것인지를 결

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EA라는 역에 

해 BEA 범 의 온톨로지를 설계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의 이미 구축된 온톨로지들 에 재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 BEA에 한 온톨로지가 없

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른 온톨로지의 재사용

성은 제외한다. 셋째, 해당 온톨로지 내 요한 용

어들을 열거한다. BEA의 요 용어들은 AV-2로

부터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넷째, 클래스와 클래

스 계측 계를 정의한다. BEA 온톨로지의 클래스

는 필수 메타 데이터들이다. 다섯째, 클래스의 특

성을 정의한다. BEA의 필수 메타 데이터들의 특

성에 따라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인스턴스를 생성

한다. BEA의 실데이터를 입력한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온톨로지를 구 할 수 있다.

2.5 OWL(Web Ontology Language)

OWL은 XML과 RDF, 그리고 RDFS 뒤를 이어 

차세  웹 언어로 W3C에 의해 표 화된 언어이

다. OWL은 표  온톨로지 언어로서 의미 있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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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지원하기 해 온톨로지에 근거하여 웹 자원

의 의미를 기술하는 온톨로지 언어이다[15]. OWL

은 클래스의 구성원들에 한 사실과 구성원들 간

의 계를 기술하며, 이러한 클래스 정보를 모아 

만들어진 온톨로지는 구문 으로 정의되지 않은 

사실의 논리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2.6 PROTÉGÉ

Protégé은 지식 기반의 구조를 작성하기 한 시

스템으로 개발되었다. Protégé는 다른 지식 표  

언어와 호환이 가능하며, 온톨로지의 생성  수정

을 한 확장이 용이하여 재 가장 범 하게 활

용되고 있는 온톨로지 개발  리도구이다. 그

리고 온톨로지 재사용 기능, 지식기반 데이터베이

스 구축을 통한 질의기능, 추론 기능 등의 풍부한 

러그인을 통한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다[13]. 이 

연구에서는 Protégé를 EA에 한 온톨로지를 구

하는데 사용한다. 

2.7 DL(Description Logic)

DL은 객체의 정의에 필요한 정의 개념들로 객

체 사이의 계를 표 할 수 있는 정의언어를 지

원하며, 기본 인 개념들과 계들로부터 복잡한 

형태의 개념들과 계들을 생성한다. DL은 개별

인 것들에 한 정보를 표 하기 한 논리  

수식으로, 데이터와 스키마의 서술표 에 합하

다.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의 일 성을 확인하기 

해 DL기반의 Racer를 사용한다. 

2.8 Semantic Web Rule Language

SWRL은 시맨틱 웹의 규칙 언어로 만들어졌다. 

SWRL은 사용자에게 OWL의 용어로 표 될 수 

있고 OWL의 individual을 추론할 수 있는 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존재하는 OWL 지식 기반으로부

터 새로운 지식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연역  추

론 명세를 제공한다[16]. SWRL은 가정 부분을 포

함하고, 그것은 몸통에 용되고, 결과 부분은 머

리에 포함된다. 몸통과 머리 모두 원자들의 결합

으로 이루어진다. SWRL 규칙은 OWL의 indivi-

dual에 해 추론한다. 

다음은 “사람이 남자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남동생을 갖는다”라는 것을 SWRL 규칙으로 표

한 것이다. 여기서 Person과 Man은 class이고 Man

은 Person의 Subclass이며, hasSibling과 hasBr-

other는 Person의 Property이다. 

Person(?p)  ̂ hasSibling(?p, ?s)  ̂ Man(?s) -> 

hasBrother(?p, ?s) 

[ 제 1] SWRL 규칙 1 

이 규칙을 수행하면 hasBrother Property의 모

든 OWL individual들에게 하나 이상의 남자 형제

가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9 EA와 온톨로지

미연방정부는 연방정부 업무에 한 EA인 FEA- 

RM을 개발하 다[7]. FEA-RM의 목 은 연방정

부의 사업과 부서들 간의 연합된 업무와 업무과정

에 해 단순하게 식별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더 시민 심 이고, 고객에 을 둔 더 낳은 업

무 결과 달성을 해 기술 투자를 극 화하는 정

부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FEA-RM는 미연방

정부와 련한 업무 성과, 사업, 서비스 요소, 기술

, 데이터, 5개의 참조모델(Reference Model)로 

표 하 다. FEA-RM은 연방부서 간의 력을 

해 연 된 부서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복된 투

자 식별하여, 연  부서 분석을 진하기 해 개

발되었다. 참조모델은 EA의 수단으로 제공된다. 

FEA-RMO는 OWL을 사용하여 FEA-RM의 5개

의 모델(PRM, BRM, SRM, TRM, DRM)을 온톨

로지로서 표 하 다. 뿐만 아니라 5개의 모델의 

개념(Concept)과 계성(Property)을 가진 핵심 온

톨로지(Core Ontology)와 모델간의 연결 계를 

나타내는 BRM2PRM과 같은 개 모델(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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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을 포함한다[8].

3. BEA 온톨로지 구  

3.1 DoDAF/BEA 분석

이 논문에서는 EA에 한 온톨로지를 구 하기 

해 표 인 EA  하나인 미국방부의 비즈니

스 역만을 상으로 개발된 BEA 3.1을 도메인

으로 선정하여 이에 한 온톨로지 구 을 실시하

다. 

EA를 온톨로지로 구 하는데 있어서 먼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이 ‘EA를 온톨로지로 구 하기 

해 어떻게 EA로부터 온톨로지를 구성하는데 필요

한 정보 즉 메타 데이터와 실데이터를 구분하고 

추출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메타데이터는 일반

으로 데이터를 한 데이터로 정의한다. EA는 

구조화되고 계층화되어 있으며, EA의 산출물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객체 는 엔티티 간의 링크 

는 계가 잘 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온

톨로지를 구 하기 한 정보를 쉽게 추출해 낼 

수 있는 이 이 있다. 

표  EA인 DoDAF의 산출물은 CADM(Core 

Architecture Data Model)으로 표  되는데, CADM

은 필수 메타 데이터와 보조 메타 데이터를 갖는다. 

메타 데이터는 데이터의 속성과 데이터간의 계

로 표 된다. 를 들어 DoDAF의 산출물인 OV- 

2는 필수 메타 데이터로 Operational Node가 존재하

고 보조 메타 데이터로 External Operational Node

가 있다. Operational Node의 속성은 이름과 설명 

등이 있다. 이러한 CADM으로부터 메타 정보를 

추출하면 용이하게 온톨로지를 구 할 수 있다. 

EA에 한 온톨로지를 구 하는데 있어서 고려

해야 할  다른 사항은 EA와 온톨로지의 공통

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사용성이다. 다른 EA

에 한 온톨로지가 만들어졌을 때의 기존의 EA 

온톨로지를 재사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추가 는 

삭제함으로서 EA 온톨로지의 정보 공유와 재사용

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BEA가 DoDAF의 일부분

이기 때문에 BEA에 한 온톨로지를 구 하는

데 있어서 BEA를 기 으로 DoDAF의 산출물 

에서 BEA의 산출물과 연 이 있는 산출물들 

비교 분석하 다. 먼  DoDAF의 산출물 에 

BEA와 동일한 산출물을 분류하고 분류된 DoDAF 

산출물의 CADM에 있는 데이터 에 필수 메타 

데이터와 보조 메타 데이터를 구분하 다. 이

에 BEA를 한 온톨로지를 구 하는데 필요한 

필수 메타 데이터 정보와 실데이터 정보를 선정

하고 이를 기반으로 BEA에 있는 필수 산출물에 

용시켜 BEA에 합한 온톨로지 정보를 추출

함과 동시에 DoDAF의 온톨로지에도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하 다.

3.2 BEA 온톨로지 구   추론 사례

BEA 온톨로지 구   추론의 기본 구조는 PRO-

TEGE에 BEA 정보와 SWRL 규칙을 입력  결

합하여 JESS를 통해 정보를 추론하는 것이 이다. 

이 실험의 목 은 주어진 질의를 SWRL형태로 작

성하여 질의에 한 정보 검색을 JESS를 이용한 

추론을 통해 새로운 PROPERTY가 생성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보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BEA 온톨로지 개발에 사용한 언어는 OWL DL이

다[15]. 이 온톨로지를 개발하는데 사용한 툴은 

PROTEGE 3.2이다[13]. 온톨로지의 일 성(consi-

stency)을 확인하기 해 Racer Pro를 사용하고

[14], 온톨로지의 규칙 엔진은 DL 기반의 Jess를 사

용한다[16]. Jess는 룰 기반의 추론 시스템으로서 

로그램 자체의 크기가 작고 가벼우며, 규칙(rule)

과 사실(fact)의 매칭에는 RETE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빠른 추론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실험

에 합한 엔진이다. BEA 온톨로지는 Class와 Pro-

perty, 그리고 Instance로 구성된다. BEA 온톨로

지의 Class는 다음의 표에 나와 있는것 처럼 총 

21개의 Class와 System Node와 Operational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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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BEA 온톨로지

의 상  개념인 Node Class까지 22개가 존재한다. 

이들 Class들은 서로 계를 가지고 있다.

<표 3-1> BEA class

Class

OV-2
Operational 

Node
Need Line

OV-3
Information 
Exchange

Information 
Element

OV-5
Operational 
activity

Flow Connector
InputAnd
Output

SV-1 System Node System Fuction Interface

SV-6
SystemData
Exchange

SystemData
Element

TV-1 Service Standard

Property는 다음의 Object Property로 총 37개

와 이들의 Inverse-Property 36개가 존재하며, 각

각의 Domain과 Range로서 Class를 갖는다. 이

에 hasParent는 Functional한, hasSibling은 Sym-

metric한 계성을 갖는다. 

Instance는 각각의 Class에 따라서 다르게 존재

하며, 다음의 <표 3-2>와 같다. SystemData의 경

우 실제 System을 구 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BEA의 경우 inst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

<표 3-2> BEA Instance

Class(Instance Number)

OV-2
Operational 
Node(8)

Need Line(45)

OV-3
Information 
Exchange(206)

Information 
Element(744)

OV-5
Operational 
activity(160)

Flow 
Connector(206)

InputAnd
Output(206)

SV-1
System 
Node(8)

System 
Fuction(67)

Interface(135)

SV-6
SystemData
Exchange(215)

SystemData
Element(0)

TV-1 Service(23) Standard(334)

BEA에 Class와 Property간의 계는 다음의 [그

림 3-1]과 같다.

아래의 [그림 3-1]에서 보이는 Hidden Relation

은 BEA 온톨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견된 BEA

에 있는 메타 데이터간의 정보에서 유출된 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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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BEA Hidden Property

Hidden Property

Name Domain Range 특성

Transfer1 NeedLine Flowconnector

Transfer2 NeedLine Interface

Transfer3 Interface Flowconnector

이제 BEA에 SWRL을 용하여 Rule을 만들어 

추론 사례를 용시켜보도록 하겠다. 먼  각각의 

간의 연계성을 통한 검색을 가정하 을 경우

에 다음과 같은 총 6개의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표 3-4> 산출물 간 가능한 연계성

A B C D E F

OV OV-2 OV-2 OV-3 OV-3 OV-5 OV-5

SV SV-1 SV-6 SV-1 SV-6 SV-1 SV-6

TV TV-1 TV-1 TV-1 TV-1 TV-1 TV-1

BEA 온톨로지는 의 <표 3-4>의 6개의 경우

에 한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 사례를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Case A：(OV-2)→ (SV-1)→ (TV-1) 

Ex) 어떤 Operational Node와 련된 SubSys-

tem과 그 SubSystem에 연 된 Standard의 

계 

추론 방향：(OV-2)→ (SV-1)→ (TV-1)

Operational Node→System Node→System

→SubSystem→Enterprise Service→Service 

→ Standard 

•Case B：(OV-2)→ (SV-6)→ (TV-1)

Ex) 어떤 Need Line과 련된 System data Ex-

change와 그 System data Exchange에 연

된 ServiceArea 의 계

추론 방향：(OV-2)→ (OV-3)→ (SV-6)→

(SV-1)→ (TV-1)

Need Line→ Information Exchange→System 

data Exchange→ Interface→SubSystem→En-

terprise Service→Service→ServiceArea 

•Case C：(OV-3)→ (SV-1)→ (TV-1)

Ex) 어떤 Information Exchange와 련된 Sub-

System과 그 SubSystem와 연  있는 Stan-

dard의 계 

추론 방향：(OV-3)→ (OV-5)→ (SV-1)→

(TV-1)

Information Exchange→Operational Activity

→SystemFunction→SubSystem→Enterprise 

Service→Service→Standard 

•Case D：(OV-3)→ (SV-6)→ (TV-1)

Ex) 어떤 Information Exchange와 련된 Sys-

tem Exchange와 그 System Exchange와 

연  있는 Standard의 계

추론 방향：(OV-3)→ (SV-6)→ (SV-1)→

(TV-1)

Information Exchange→System data Exchan-

ge → Interface → SubSystem→ Enterprise 

Service→Service→Standard 

•Case E：(OV-5)→ (SV-1)→ (TV-1) 

Ex) 어떤 Operational Activity와 련된 Sub-

System과 그 SubSystem에 연 된 Stan-

dard의 계 

추론 방향：(OV-5)→ (SV-1)→ (TV-1)

Operational Activity→System Function→

SubSystem→Enterprise Service→Service→

Standard 

•Case F：(OV-5)→ (SV-6)→ (TV-1)

Ex) 어떤 Operational Activity와 련된 Sys-

tem Exchange와 그 System Exchange와 

연  있는 Standard의 계 

추론 방향：(OV-5)→ (SV-1)→ (SV-6)→

(SV-1)→ (TV-1)

Operational Activity→System Function→

System data Exchange→ Interface→Sub-

System→Enterprise Service→Servic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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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Using Hidden Property

[그림 3-2]는 6개 경우 에 Case E의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제이다. 즉 재정 리라는 운용 

활동과 련된 시스템이나 서비스 는 기술에 

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그림 3-2]의 재정 리라

는 운용 활동에서 시작하여 계성을 나타내는 선

(Property)을 따라 원하는 정보에 도달할 수 있다.

한 Hidden Property를 통해서 추론 가능한 사

례는 다음 [그림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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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인  자원과 련된 정보 검색

<표 3-5> 축약어

약 어 Class 약 어 Class 약 어 Class

ON Operational Node SN System Node FC Flow Connector

NL Need Line SF System Function SV Service

IEX Information Exchange S System ST Technical Standard

IE Information Element SS SubSystem ES Enterprise SubService

OA Operational Activity SDE System Data Exchange SA Service Area

I Interface M Mechanism C Control

IAO InputAndOutput BEP BusinessEnterprisePriorities

[그림 3-3]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만

약 사용자가 재정 리와 인  자원 리 간 주고

받는 정보나 데이터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하

는 시스템에 한 검색을 원한다면, 그림의 재정 

리 노드와 인  자원 리 노드의 계를 나타

내는 Need Line에서 시작하여 계성을 나타내는 

라인을 따라 원하는 정보에 도달할 수 있다. 이제 

실제 를 만들어 SWRL을 이용한 추론 실험을 

실시할 것이다. 다음의 [그림 3-4]를 참조하여 질

의 문을 구성한다.

SWRL에서 사용된 축약어들은 <표 3-5>와 같다.

질의 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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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미국방부는 노동력 운용비 수행(OA)을 하기 

해 어떤 시스템(SS)을 사용하는가? 

Q2：미국방부의 인 자원 리(ON)와 련된 시

스템(SS)과 서비스(SV)는 어떤 것이 있는가? 

Q3：만약 미국방부가 건강 리 청구 지불 방법의 

기 (ST)을 변환한다면 인 자원 리(ON) 

외에 어떤 운용 노드(ON)가 향을 받는가? 

Q4：미국방부의 노동력 운 비 수행(OA)과 련

하여 필요한 정보(IEX)는 무엇이며 그 정보

가 시스템(SS)에서 어떤 데이터(SDE)로 변

형되는가? 

Q5：미국방부의 의료서비스(SV)를 향상시키기 

해 어떤 시스템(SS)과 그 기능들(SF)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

Q6：미국방부의 인  가시성(BEP)은 어떤 서비스 

역(SA)와 련이 있는가?

질의문(Q1～Q6)들에 한 응답을 얻기 해서 

다음의 Property(P1～P7)들이 필요하다.

<표 3-6> 질의문을 한 Property

Question Property Name Domain Range

Q1 P1 hasInference1 OA SS

Q2
P2 hasInference2 ON SS

P3 hasInference3 SS SV

Q3 P4 hasInference4 ST ON

Q4 P5 hasInference5 OA SDE

Q5 P6 hasInference6 SV SF

Q6 P7 hasInference7 BEP SA

추론을 한 Property(P1～P7)의 연계성은 다음

과 같다.

P1：hasInference1(?OA, ?SS) R1：(OA→SF→

SS) 

P2：hasInference2(?ON, ?SS) R2：(ON→SN→

S→SS)

P3：hasInference3(?SS, ?SV) R3：(SS→ES→

SV)

P4：hasInference4(?ST, ?ON) R4：(ST→SV→

ES→SS→S→SN→ON→NL→ON) 

P5：hasInference5(?OA, ?SDE) R5：(OA→ I→  

AO→ I→SDE)

P6：hasInference6(?SV, ?SF) R6：( SV→ES→

SS→SF)

P7：hasInference7(?BEP, ?SA) R7：(BEP→SS

→ES→SV→SA)

이를 기반으로 Rule을 생성하면 다음과 같다.

•R1：isImplementedBy(?OA, ?SF)  ̂ Performs 

(?SF, ?SS) → hasInference1(?OA, ?SS) 

•R2：Supports(?ON, ?SN)  ̂ MapsTo5(?SN, 

?S)  ̂ Contains2(?S, ?SS) → hasInfer-

ence2(?ON, ?SS) 

•R3：Use2(?SS, ?ES)  ̂ hasService(?ES, ?SV) 

→ hasInference3(?SS, ?SV)

•R4：Addresses(?ST, ?SV)  ̂ isServiceOf(?SV, 

?ES)  ̂ isUsedBy2(?ES, ?SS)  ̂

isContainedBy2(?SS, ?S)  ̂ MapsTo6(?S, ?SN) 

 ̂ Supports2(?SN, ?ON)  ̂ isFromOperational 

NodeOf(?ON, ?NL)  ̂ hasToOperationalNode 

(?NL, ?ON) → hasInference4(?ST, ?ON)

•R5：hasInput(?OA, ?IAO)  ̂ isTransferedBy3 

(?IAO, ?I)  ̂ Carries(?I, ?SDE) → hasInfer-

ence5(?OA, ?SDE) 

•R6：isServiceOf(?SV, ?ES)  ̂ isUsedBy2 

(?ES, ?SS)  ̂ isPerformedBy(?SS, ?SF) → 

hasInference6(?SV, ?SF) 

•R7：isBEP2Of(?BEP, ?SS)  ̂ isServiceOf(?SS, 

?ES)  ̂ hasService(?ES, ?SV)  ̂ isIncludedby 

(?SV, ?SA) → hasInference7(?BEP, ?SA)

4. 실험 결과

구 한 BEA 온톨로지로부터 질의문(Q1～Q6)에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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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규칙 생성

[그림 4-1]에서 먼  생성한 규칙을 입력한 후, 

Jess 엔진을 이용한 추론을 실시한다.

OWL+SWRL JessOWL+SWRL JessOWL+SWRL Jess

Run JessRun Jess

Jess OWLJess OWL

[그림 4-2] 추론 과정

[그림 4-2]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  생성한 7개

의 Rule과 이와 연 된 16개의 Class와 689개의 

Property와 24개의 Restriction이 Jess엔진으로 입

력이 되었다. 그 후 다음 과정에서는 Jess 엔진이 

입력된 Rule를 통하여 892개의 새로운 Property를 

생성하 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생성된 892개의 

Property가 OWL의 형태로 변환되어 BEA 온톨로

지에 입력되었다.

<표 4-1> 시험 결과

입력 생성 출력

Rule 7 - 7

Class 16 - 16

Property 689 892 1581

Restriction 24 - 24

<표 4-1>의 실험결과와 같이 이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Property가 892개가 생성되었고 이는 목표

했던 수 (최  입력된 Property만큼의 새로운 값)

을 만족시키는 수치이다. 

5. 결  론

본 논문은 재 발  인 EA와 시맨틱 웹의 만

남을 통해서 추론을 이용한 복합 인 정보검색 지

원할 수 있는 EA 온톨로지를 구 을 통해 EA로

부터 연 성 있는 정보에 한 다양한 검색이 가

능하게 하는 EA를 한 시맨틱 웹 기반의 온톨로

지 구 에 하여 기술하 다. 논문의 실험을 통

해서 약 900개의 새로운 Property를 생성함으로써 

복합 인 정보검색의 지원을 검증하 다. 이 게 

개발된 EA 온톨로지는 기존의 EA에 한 단순한 

검색과 달리 추론을 통한 계 생성을 이용한 EA 

활용의 필수  요소인 쉽고 다양한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과 조직의 EA 활용과 

근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단된다. 한 

본 논문에서 개발된 EA 온톨로지는 재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 인 EA에 한 온톨로지를 

이용한 근에 많은 이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앞으로는 다른 EA를 한 온톨로지 구 을 

해 기존의 EA 온톨로지의 재사용과 서로 다른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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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톨로지에 한 온톨로지 통합에 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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