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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기업의 정보 시스템은 복잡한 업무 환경을 지원하기 한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한 처가 필요하다. 그

러나 기업의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 시스템 간의 업 개발은 기존 업무 서비스의 복  유지보수 비용의 증

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  해결하기 하여 온톨로지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온톨로

지는 특정 비즈니스 도메인의 자원과 그 계를 기술하여 서비스의 의미론  상호운용성을 지원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서비스 간의 상호 운용을 지원하는 온톨로지를 제안하고, 이 온톨로지는 서비스 역, 메타 역, 인스턴

스 역으로 설계하고, 업무 간의 상호 활동과 데이터 간의 연 계를 제공함으로써 업을 효율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설계된 온톨로지의 등록  호출은 공통요소를 지원하는 메타 역을 기반으로 서비스와 

인스턴스 역, 이 세 역의 상호 작용으로 수행한다. 제안된 온톨로지는 기존의 웹 서비스 온톨로지와 비교 분석

을 통해 효율성을 평가한다.

ABSTRACT

To support complex business environment. the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 requires prompt and flexible response to altered conditions. 

The development of collaboration among information system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enterprises’ business environment brings about 

the problems of duplication of the existing business services and increase in costs of maintenance. In order to supplement and resolve such 

problems, researches on ontology are under way. Ontology can support the semantic interoperability of Web service by describing the 

resources of particular business domain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m. This thesis suggests ontology that supports interoperability among 

services. The constructed ontology is designed into the service area, the meta area, and the instance area, which can support the collaboration 

efficiently by providing the link between the interactivity among businesses and the data. The register and call of constructed ontology are 

carried out with the interaction of the three areas, that is, the service area, the instance area and the meta area that supports the common 

elements.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ontology is evaluated by comparing with an existing Web service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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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기업들의 정보 시스템은 기업 조직의 변화와 빠

른 정보처리 요구로 인해 분산된 정보의 통합과 분석에 

한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분산된 정보는 각기 고유

의 형태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요구사항

에 부합하기에는 잠재 으로 통합하기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 문제는 데이터 간의 상호운용성 보장

을 해 데이터 이질성을 해결해야 한다[1]. 최근 정보시

스템은 데이터뿐 아니라 서비스에 한 다양성으로 인

해 서비스 간의 상호 운용을 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시맨틱 웹(Semantic Web), 온톨로지

(Ontology), 웹 서비스(Web Service) 그리고 이들을 혼합

한 시맨틱 웹 서비스(Semantic Web Service) 기술들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 시맨틱 웹 서비스의 

핵심 요소는 온톨로지이다. 온톨로지는 크게 두 부분으

로 나 어진다. 첫 번째는 서비스 간의 상호 운용을 보장

해 주는 서비스 온톨로지, 두 번째는 서비스와 련된 도

메인 지식을 개념화하기 해 명시 으로 정형화한 도

메인 온톨로지이다[3]. 온톨로지를 이용한 표 인 시

맨틱 웹 서비스 기술로는 OWL-S(Ontology Web 

Language for Services), WSMO(Web Service Modeling 

Ontology)  SAWSDL(Semantic Annotations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등이 있다[4][5][6].

본 논문은 업에서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

용하는 랫폼에서 용할 수 있는 온톨로지를 설계한

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업 시스템의 서비스를 효율

으로 운용하기 한 온톨로지는 서비스 역, 메타 역 

그리고 인스턴스 역으로 구성된다[7]. 첫째, 서비스 

역은 서비스, 서비스 로 일, 서비스 참조 그리고 라

미터의 역으로 분할하여 운 하고, 이 역을 온톨로

지에 포함시켜 웹 서비스의 UDDI, WSDL(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과 같은 기술의 기능을 서비스 

역으로 포함시켜 확장된 UDDI(Extended UDDI)를 구축

한다[8][9]. 

둘째, 메타 역은 로벌 항목을 이용하여 서비스 간

의 데이터 이동을 단순하게 하고, 업에 참가하는 로컬 

시스템들의 스키마 정보들을 추출하여 로벌 항목과 

로컬 항목 간의 연 계를 정의한다. 그리고 정의된 연

계에 따라 로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질성을 해결

한다. 재 연구는 데이터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질성들

을 다양하게 밝 놓고 있다[10][11]. 

셋째, 인스턴스 역은 데이터 간의 의미  연 계

를 정의한 것으로,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연

계를 메타 역의 로벌 항목을 통하여 인스턴스 간

의 계를 기술한다. 

구축된 온톨로지를 세 개의 역으로 구성한 이유는 

요구에 따라 사용되는 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비스 

개발에 로벌 항목과 로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

비스 역과 메타 역을 구성해야 한다. 서비스 등록에

는 서비스의 계, 매개변수를 한 로벌 항목이 요구

되므로 서비스와 메타 역이 사용된다. 서비스 호출은 

서비스 역에서 서비스와 메타 역에서 매개변수를 

검색하여 인출하고, 인스턴스 역에서 매개변수의 값

에 해당하는 인스턴스의 연 계를 이용해야 함으로 

세 역 간의 상호 운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업에서 서비스의 상호운용을 

한 온톨로지를 설계  구축하고, 이를 다른 서비스를 

한 온톨로지들과 비교 평가한다. 이에 따른 논문의 구

성은 2장에서 온톨로지 구성  설계에 해 기술하고, 3

장에서 설계된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4장에서 설계된 온

톨로지에 한 비교 평가를 수행하고, 5장에서 결론과 

향후연구에 해 기술한다. 

Ⅱ. 온톨로지 구성

2.1. 온톨로지 역

온톨로지는 데이터 흐름을 단순화하기 한 형식, 

데이터 간의 의미론  연 성을 추론하여 연 계, 

데이터 간의 발생하는 이질성을 해결하기 해서 제공

하며, 서비스 역, 메타 역, 인스턴스 역으로 구성

되고,  그림 1은 업에 용한 온톨로지의 기본 인 구

성이다.

∙서비스 역은 기존 로세스의 분석으로 업무 계

를 장하고, 이를 새로운 업무의 서비스에 제공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간의 데이터 흐름을 

단일화하는데 목 이 있다.

∙메타 역은 로컬 시스템을 통합하기 한 로벌 스

키마를 결정하고 연 된 로컬 스키마와의 매핑 규칙

을 용하여, 메타 데이터의 이질성을 해결함으로써 

통일된 서비스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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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스 역은 실제 데이터 값 사이의 이질성을 해

결하기 한 지식 표  역이다. 이 역은 데이터 간

의 연 계를 장하고 규칙을 정하여 생성하는 것

이 아니라 계를 표 하는 형식을 제시하여 다양한 

데이터들 간의 계를 장할 수 있다. 

그림 1. 업을 한 온톨로지의 구성과 상호 계
Fig. 1 Configuration and Interconnection of Ontology 

for Collaborations

2.2. 온톨로지 역의 상호 운용

그림 2는 서비스 이용을 한 온톨로지의 운용 과정

으로, 사용자가 업무를 생성할 때 등록된 서비스가 있으

면 해당 서비스를 호출하여 사용한다. 없을 때 생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간의 연 계, 로벌 항목과 로컬 항목 

간의 계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

도록 한다. 

그림 2. 서비스 이용을 한 온톨로지의 운용
Fig. 2 Ontology Operating for Service Using

Ⅲ. 온톨로지 설계

3.1. 각 구성요소의 설계

3.1.1. 서비스 역

그림 3는 서비스의 등록 정보  계를 표 하기 

해서 OWL-S 형식에 따라 표 된 서비스를 등록한 것이

다. 등록된 서비스 역은 서비스 부분, 로 일 부분, 

서비스 참조 부분, 라미터 부분으로 나 며, 각 부분에 

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서비스 역의 구분
Fig. 3 Partition of Service Area

∙ 서비스 부분 : 업무와 서비스의 계층 계 표 . 

∙ 로 일 부분 : 서비스에 한 기술  설명을 가지고 

서비스의 등록과 검색을 한 서비스와 오퍼 이션

에 한 설명. 

∙ 서비스 참조 부분 : 서비스 간 상호 계 기술. 

∙ 라미터 부분 :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든 라미터 정

보 보유. 

3.1.2.메타 역

표 1은 메타 역에서 사용할 구조  이질성 유형을 

분석한 것으로, 개체, 속성, 값의 명칭과 구조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에 따른 사례를 나타낸다. 일반 으

로 이러한 유형은 혼합되어 나타나며, 이를 해결하기 

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11][12]. 

이에 따라 메타 역은 각 충돌에 한 규칙을 표 하

기 한 트리 을 사용한다. 트리 은 로벌 개체, 로컬 

개체, 매핑 규칙으로 구성되며, 형식은 다음과 같다.

Meta_Object(Global.Entity[.Att][.Val], Local.Entity[.Att][.Val],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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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메타 역을 한 이질성 유형 분석
Table. 1 Analysis of heterogeneity Type for Meta Area

유형 충돌 명칭 사례

개체 간

명칭 EEN professor↔faculty

구조 EES
professor↔maleprofessor ∪ 

femaleprofessor

개체-
값 간

구조 EVS
male(entity)↔sex(attr) ∍ 

"male"(value)

개체-
속성 간

구조 EAS address(entity)↔addr(attr)

속성-
값 간

구조 AVS
female(attr)↔gender(attr) ∍ 

"female"(value)

속성-
속성 간

명칭 AAN salesdate(attr)↔sdate(attr)

구조 AAS name↔firstname + lastname

E : Entity  A : Attribute  V : Value  S : Structure  N : Name

Meta_Object는 로벌과 로컬 간의 규칙 용에 따른 

결과 객체이며, E(Entity), A(Attribute), V(Value)  하나

가 된다. Global은 로벌을, Local은 로컬 시스템을, 

Entity는 개체를, Att는 속성을, Val는 값을, 호([])는 

생략 가능함을 의미한다. Types은 앞에서 기술한 일곱 

가지 유형으로 이를 충돌 해결 규칙으로 하며, EEN, 

EES, EVS, EAS, AVS, AAN, AAS  하나이다. 

규칙 1. 개체와 개체 간 이름 충돌 해결 규칙

이 규칙은 개체 간에 발생하는 명칭간의 충돌을 해결

하며 EEN이라 한다. 동일한 데이터를 장하고 있는 테

이블의 명칭과 계되는 충돌로 로벌과 로컬의 테이

블 명칭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한다. 이 규칙은 두 개체의 

이름만 다르므로 데이터의 변환할 때 로벌 스키마와 

로컬 스키마의 속성 이름 변환으로 해결된다. Global과 

Local1 간의 개체 명칭에 한 충돌이다. 

규칙 2. 개체와 개체 간 구조 충돌 해결 규칙

이 규칙은 개체 간에 발생하는 구조  충돌을 해결하

며 EES라 한다. 동일한 데이터를 표 하고 있는 개체의 

구조 차이로 발생하며, 로벌은 한 개의 개체로 구성되

고, 로컬은 두 개의 개체로 구성되는 경우에 두 개의 개

체를 하나로 합쳐서 로벌 개체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

시켜야 한다. 즉, 동일한 데이터를 표 하는 개체의 개수

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충돌로 두 개체의 결합을 해 

합집합으로 해결한다. 

규칙 3. 개체와 값 간 구조 충돌 해결 규칙

이 규칙은 개체와 값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조  충돌

을 해결하며 EVS라 한다. 로벌 스키마의 개체가 로컬

에서 특정 속성의 값에 해당함에 따라 발생하는 충돌로 

이는 로컬 값에 의해 추출된 행 집합을 로벌 스키마의 

개체로 치시킴으로써 해결한다. 로컬의 개체 이름이 

로벌의 값으로 인식시켜서 충돌을 해결하는데 반해 

여기에서는 로벌의 개체가 로컬의 속성 값으로 인식

시켜 충돌을 해결한다. 

규칙 4. 개체와 속성 간 구조 충돌 해결 규칙

이 규칙은 개체와 속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조  충

돌을 해결하며 EAS라 한다. 로벌 스키마에서 하나의 

속성이 로컬 스키마의 개체의 속성들과 매핑된다. 여러 

속성을 로벌 스키마의 속성으로 결합하여 데이터를 

이동시킬 때 필요하다. 

규칙 5. 속성과 값 간 구조 충돌 해결 규칙

이 규칙은 속성과 값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조  충돌

을 해결하며 AVS라 한다. 로벌 스키마의 속성 값이 로

컬 스키마의 속성 체가 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한 매핑이다.  

규칙 6. 속성과 속성 간 이름 충돌 해결 규칙

이 규칙은 속성 간의 명칭 충돌을 해결하며 AAN이라 

한다. 명칭 충돌은 동일한 데이터를 장하는 로벌 스

키마의 속성과 로컬 스키마의 속성이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짐으로 발생하는 충돌이며, 일 일 매핑으로 표 된

다. 앞의 EEN 규칙과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는 개체의 명칭에 한 이질성을 해결하고, 속성의 명

칭에 한 이질성을 해결하는 순서를 가지기 때문이다. 

규칙 7. 속성과 속성 간 구조 충돌 해결 규칙

이 규칙은 속성 사이의 구조  충동을 해결하며 AAS

라 한다. 일반 으로 속성과 속성 그룹 사이에서 발생하

며, 속성의 결합이나 분리를 통해서 해결한다. 그리고 속

성 간의 이질성은 개체간의 이질성을 해결한 후 속성에 

한 이질성을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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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 로컬 근 정보

OUTPUT : 갱신된 메타 역

procedure meta_apply()
begin  

  loc_access(로컬 정보);//로컬 정보를 통한 근

  locScheme = loc_scheme_att( );//로컬 스키마 추출
  gblScheme = glb_scheme_load( );// 로벌 스키마 추출

  for local_itm in locScheme

    rule_apply(loc, gbl);//로컬 속성의 규칙 용
  update_meta_area( );//메타 역 갱신

end

그림 4. 메타 역 생성을 한 규칙 알고리즘
Fig. 4 Algorithm of Rules for Create of Meta Area

이러한 규칙들을 용하여 메타 역을 생성하기 

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러나 완 한 자동화를 수행

하기에는 발생하는 이질성이 다양하므로 리자의 개

입이 필요하다. 차는 로컬에 근하여 시스템의 스키

마 정보를 추출하고, 이 스키마에 한 로벌 스키마를 

추출하여, 두 스키마 간의  메타 규칙을 용한다. 그림 4

은 메타 역 생성을 한 규칙 알고리즘으로 loc_ 

access()은 입력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로컬에 근하기 

한 함수이고, loc_scheme_att()는 로컬 스키마를 추출

하기 한 함수이다. glb_scheme_load()는 로컬 정보를 

이용하여 로컬에 해당하는 로벌 항목을 로딩한다. 

rule_apply() 함수는 규칙을 용하는 함수이며, update_ 

meta_area()는 생성된 규칙을 온톨로지의 메타 역에 

갱신한다. 이 차에서 규칙의 용은 rule_apply()를 통

해서 수행된다. 

INPUT : global items, local items 
OUTPUT : GLM(global and local mapping) set

procedure rule_apply(local, global)

begin
  for each local entity    

    ematch(local, global); //개체 규칙 용 

    for each local attr    
      eamatch(local, global); //개체-속성 간 규칙 용

      aamatch(local, global); //속성 간 규칙 용

    end for
    vmatch(local, global); //값 규칙 용

  end for

end

그림 5. 규칙 용 알고리즘
Fig. 5 Rule Apply Algorithm

그림 5는 매개변수로 로벌 항목과 로컬 항목을 입

력받아 충돌을 검사하여 규칙을 용하는 과정이다. 

충돌 발생하는 형태가 개체, 속성, 값 에 하나의 부분

에 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규칙 용은 개

체, 속성, 값의 순서로 수행한다. 첫 단계는 개체 간의 

발생하는 충돌을 ematch()를 용하여 검사하여 규칙

을 용한다. 둘째 단계는 속성의 검사를 수행하기 

해 개체와 속성, 속성과 속성 간 검사를 수행하기 해 

eamatch()와 aamatch()를 호출한다. 셋째 단계는 값에 

한 규칙을 용하기 해 vmatch()를 호출하여 규칙을 

용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개체의 규칙 용

이 완료되며, 메타 역을 갱신할 수 있는 규칙 용 내

용이 생성된다. 

3.1.3. 인스턴스 역

이 역을 해 사용되는 도형들의 설명은 다음과 같

다. 원은 메타 역을 로벌 항목을 표 한다. 인스턴스

는 로벌 항목과 연결로 어떤 스키마에 해당하는 데이

터와 계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마름모는 인스턴스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연 계를 표 한다. 이 연 계

는 멤버(member)와 역할(role)을 가져야 한다. 멤버는 연

계의 상이며, 역할은 멤버 간에 어떤 연 을 갖는

지 구체 으로 표 한다. 화살표는 연 계의 역할과 

멤버에 해당하는 인스턴스를 가리킨다. 선은 인스턴

스와 로벌 항목을 연결한다. 이를 통해 로벌 항목의 

인스턴스가 가지는 연 계를 추론할 수 있다. 둥근 사

각형은 인스턴스로 데이터에서 추출한 것이다.

이 역의 구성은 인스턴스, 연 계, 역할, 로벌 

항목으로 되며, 인스턴스 역인 IA를 튜 로 표 하면 

IA=(In1, In2, A, R1, R2, G1, G2)로 표 할 수 있다. 이에 

구성하는 튜 은 다음과 같다. 

∙ In(Instance) : 연 계인 A에 포함되는 인스턴스의 

튜 이며, In = In1 ∪ In2와 같이 두 인스턴스의 합집

합으로 구성되고, A에 한 멤버이다.

∙ A(Association) : In들 간의 연 계를 표 한 튜 이

다. 이는 역할의 상  튜 으로 인스턴스들 간의 연

계를 표 한다.

∙ R(Role) : 상  튜  A의 역할을 장하는 튜 으로, 

R = R1 ∪ R2와 같이 계에 포함되는 역할의 합집합

이다. R1과 R2는 연 계 A에 한 In1과 In2의 역

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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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lobal item) : In에 포함되는 인스턴스의 스키마인 

메타 역의 로벌 항목을 표 한다. 

이를 용한 사례를 그림 6과 같이 표 된다.

그림 6. 인스턴스 역 사례 표
Fig. 6 Expression of Example of the Instance Area

Ⅳ. 온톨로지 구축

앞의 사례 구 을 한 온톨로지 장  매핑 방법에 

따라 본 은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업에 참가하는 로컬 시스템들의 데이터를 온톨로지의 

메타 역과 인스턴스 역으로 구축한다. 메타 역 생

성은 온톨로지에서 로벌 항목을 인출하여 필요한 항

목을 선택하고, 이에 따른 로컬 시스템의 항목을 추출하

여 매핑한다. 

이에 따라 로벌 개체 에 USER 개체가 선택되고, 

선택된 개체에 따른 로벌 항목을 제공한다. 추출된 

로벌 항목을 확인하여 로컬 시스템의 개체와 항목을 추

출하여 로벌과 로컬 시스템에서 매핑을 하기 한 항

목을 용한다. 

그림 7. 로벌과 로컬 항목 간의 매핑 인터페이스
Fig. 7 Mapping Interface between Global and Local items

용되는 매핑 과정은 그림 7과 같고 왼쪽은 로벌

항목이고, 오른쪽은 로컬 항목을 추출한 항목이다. 가운

데는 로벌 항목과 로컬 항목간의 연 계와 온톨로

지의 메타 역 생성 규칙에 따라 수행된 결과이며, 수정

에 한 작업은 개발자의 요구에 따라 로벌/로컬 속성 

간의 매핑 역에서 조정 버튼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

다. 인스턴스 역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된다.

Ⅴ. 평  가

온톨로지는 서비스 상호 운용을 해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웹 서비스 온톨

로지와 비교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다. 온톨로지 사용방

법은 W3C의 SWSI에서 제안하는 웹 서비스 온톨로지인 

OWL-S와 유럽지역의 DERI에서 제안하는 웹 서비스를 

한 온톨로지인 WSMO가 표 이다[5][6]. 두 온톨로

지를 비교하기 해 표 2는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항목

으로 구성하 다. 온톨로지의 구성으로, OWL-S는 서비

스 온톨로지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발견하고, WSMO은 

Goals, Ontologies, Mediators, Web Services로 온톨로지를 

구성하여 서비스의 검색, 데이터 간의 계, 서비스의 상

호 운용을 장한다.

표 2. 시스템의 한 온톨로지 비교 분석
Table. 2 Comparison Analysis of Ontology for System

비교 항목 OWL-S WSMO 제안 기법

온톨로지
구성

서비스 
온톨로지

Goals, Ontologies, 
Mediators, Web 

Services

서비스, 메타, 
인스턴스 역과 
역 간 상호 계

인스턴스 
연 계

로컬 
간의 매핑

Ontologies의 
instances

온톨로지의 
인스턴스 역

메타
데이터 
연 계

로컬 항목 로컬 항목
온톨로지 메타 

역의 
로벌 항목

 서비스
등록

서비스 
온톨로지

Web Services 
역

온톨로지의 
서비스 역

서비스
발견

서비스 
로 일

Goals, Web 
Services

온톨로지의 
서비스 역

서비스
호출

서비스 
온톨로지를 
통한 SOAP 
메시지

Mediator를 
통한 SOAP 
메시지

온톨로지(서비스, 
메타, 인스턴스 
역)를 통한 

SOAP 메시지

서비스
연 계

서비스 
그라운딩

Mediators
온톨로지의 
서비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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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템은 온톨로지를 서비스, 메타, 인스턴스 역

으로 구성하여 역 간의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구성

했다. 본 시스템은 온톨로지의 서비스 역, 메타 역, 

인스턴스 역의 상호 작용으로 SOAP 메시지에 실어 

서비스를 호출한다. 온톨로지의 서비스 역은 시맨틱 

웹 서비스 환경에서 서비스를 운 하기 한 방법으로 

많이 이용될 것이다.

Ⅵ. 결  론

로컬 시스템은 업으로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간에 데이터 이동이 필요하다. 이에 시스템 간에 

발생하는 데이터와 서비스의 이질성을 해결하기 해 

온톨로지를 설계하 다. 온톨로지는 서비스를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역, 메타 역, 인스턴

스 역으로 구분하여 서비스에 포함된 의미  연

계를 추론할 수 있다. 

본 온톨로지의 특징은 서비스 간 데이터 이동이 

로벌 항목을 이용함으로 단순화 될 수 있고, 설계된 온

톨로지의 서비스 역이 업무 간의 연 계를 제공함

으로 서비스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는 온톨로지 확장이 제한 이므로 도메인 온톨로지와 

같이 제한된 업무 역에 합하므로 이를 확장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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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2월 ~ 재 : 경복 학 인터넷정보과 부교수

※ 심분야 : 네트워크 보안, 분산 시스템

정계동(Kye-dong Jung)

1985년  운 학교 자계산학       

(이학사)

1992년  운 학교 산업정보학 

(이학석사)

2000년 운 학교 컴퓨터과학(이학박사)

1993년 ～ 2004년 운 학교 정보과학원 교수

2005년 ～ 재 운 학교 교양학부 교수

※ 심분야 : XML 분산시스템, 분산 컴퓨 기술, 이동 

에이 트

최 근(Young-keun Choi)

1980년  서울 학교 수학교육과 

(이학사)

1982년  서울 학교 계산통계학과 

(이학석사)

1989년 서울 학교 계산통계학과(이학박사)

1982년 ～ 재 운 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1992년 ～ 2000 운 학교 산정보원 원장

2002년 ～ 2005 운 학교 교무연구처장

※ 심분야 : 객체지향 설계, 분산시스템, 이동에이 

트, 상호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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