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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Oriented Architecture (SOA) is a new trend for the design of application architecture to enhance the degree 

of share and reuse with the concept of service. It comes from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business environments 

are changing rapidly and therefore competitions are getting bitter. To cope with such business challenges, business 

(and/or applications) architecture needs considerably flexibility and reusability, and that's why SOA is accept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framework for the business applications in these day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nalysis and design methodology for the applications of SOA. To implement the proposed 

methodology, the service ontology needs to be defined first, and the tasks such as service profiling, workflow design 

and service orchestration need to be followed. 

To validate the expected effects on flexibility and reusability, the proposed methodology was compared with CBD 

(Component Base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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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비즈니스 환경은 외부 변화  내부 요구

사항에 한 보다 빠른 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

는 기업의 성공 인 운 을 해 측되어진 변화

뿐만 아니라 측하지 못한 변화에 해서도 빠르

게 응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T 환경 한 기업의 단에 따른 비즈

니스 로세스 변화에 빠르게 처 할 수 있도록 요

구하고 있으나 기존의 방식으로는 변화를 한 많

은 시간과 추가 비용이 발생 된다. 한 “올바른 방

향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요시 되어 빠른 응과 함께 올바른 응이 요구

되고 있으나 이를 기존의 방법론으로 처하는 것

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 변화

의 응하려는 다양한 방안 에 하나가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이하 SOA)이다[1, 2].

SOA는 사용자 애 리 이션의 기능을 서비스 형

식으로 달하는 분산 시스템 구축의 한 근 방

법으로, 느슨한 결합(Loosely Coupled)[3]을 통해 

유연성을 높이고 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이기종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일 수 있

다[4]. 이에 따라 SOA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개발

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SOA

를 한 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아 개발 로

세스 리와 어 리 이션의 체계  품질 리가 

실 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의 구조  방법론에서는 시스템을 기능( 로

세스) 단 로,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는 시스템을 객

체 단 로, 컴포 트 기반 방법론(Component Ba-

sed Development(이하 CBD))은 설계 단 를 컴

포 트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  방법론과 객

체지향 방법론은 로세스 변화에 한 신속한 

응이 어렵고 컴포 트 기반 방법론은 어 리 이

션을 한 컴포 트의 의미론 (Semantic) 통합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의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못하

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SOA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의 하나로써 시스템을 서비스 

단 로 구분하여 식별하고 개발하는 방법론으로, 서

비스에 한 식별과 조합이 요한 이슈이다. 

<표 1> 방법론별 시스템 단  

방법론 시스템 단

구조  방법론 기능

객체지향 방법론 객체

CBD 컴포 트

SOA 서비스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정

의하고 식별함으로써 서비스의 재사용성과 유연성

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SOA의 개요와 온톨로지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고 

온톨로지와 SOA의 연 성에 하여 설명하 다. 

제 3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론의 차를 설명하고 

제 4장에서는 본 방법론의 검증을 통한 분석결과

를 정리하 다. 제 5장은 결론에 해당하는 장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 다. 

2. 련연구

2.1 SOA 개요

SOA란 기존 애 리 이션의 기능을 비즈니스

인 의미가 있는 기능 단 로 묶어 표 화된 호

출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라는 소 트웨어 컴

포 트 단 로 재조합한 후, 이 서비스들을 서로 

조합하여 업무 기능을 구 한 애 리 이션으로 만

들어내는 소 트웨어 아키텍처이다[5, 6].

서비스는 특정 기술이나 랫폼에 종속되지 않

는 표  인터페이스 기반의 기능을 갖는 단 로써, 

주요 특징으로는 느슨한 결합, 조합성, 조 성 그

리고 발견 가능성이 있다. 한, 서비스 공 자, 서

비스 요청자, 서비스 장소라는 세 요소가 유기

으로 연계되어 있는 특징을 갖는다[7, 8].

서비스 단 로 시스템을 구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  방법론, 객체지향 방법론 그리고 CBD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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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서비스 온톨로지(Service Ontology)

법론에서 사용된 방법론들은 서비스 단  식별이

나 설계에 용 될 수 없으므로 SOA를 한 새로

운 방법론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주요 SOA 방법론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ODA(Service Oriented Development of Ap-

plication)는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발  조합하는 

일련의 과정에 한 원칙과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

나 서비스 단 나 세부 차에 한 구체 인 방

법은 언 되지 않았다[9].

SOAD(Service-Oriented Analysis and Design)

는 OOAD와 EA 임워크, BPM과 같은 기존의 

모델링과 개념을 SOA에 용시킨 방법론으로, 부

분 으로 SOA 방법론을 지원하지만 추가 인 활

동과 산출물이 필요하다[10].

SOUP(Service Oriented Unified Process)는 RUP

와 XP의 특징을 모아서 SOA에 용시킨 방법론

으로써 6단계로 정의하 으나 비즈니스 로세스, 

서비스 규약, 서비스 장소에 한 요구사항을 지

원하지 않는다[11].

SOMA(Service-Oriented Modeling and Archi-

tecture)는 SODA의 확장된 방법론으로써 IBM이 

제안하 다. 이 방법론은 모델링, 분석, 설계 기술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나 서비스 식별의 구체

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12].

2.2 온톨로지(Ontology) 

온톨로지란 용어 사이의 계를 정의하는 일종의 

사 과 같은 것으로 Gruber의 정의에 의하면 “온

톨로지란 공유된 개념에 한 정형화된 명세이다.”

온톨로지를 SOA에 용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

는 장 으로는 서비스의 정의와 식별의 유연성과 보

다 명확한 서비스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13].

3. 제안하는 개발방법론

3.1 서비스 온톨로지

SOA의 용을 해서는 서비스를 정의하고 식

별해야 하는데,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

지의 개념을 이용하여 [그림 1]의 서비스 온톨로지

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 온톨로지의 서비

스는 서비스 로 일, 서비스 컨디션 그리고 서

비스 워크 로우로 구성되는데 각각에 한 설명

은 다음과 같다.

3.1.1 서비스 로 일(Service Profile)

서비스 로 일은 서비스와 서비스를 구분하고 

식별하는 요소로써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

를 담고 있다. 서비스 로 일의 구성요소는 액

터와 입출력 데이터, 아키텍처이다. 

액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 등 서비스에 참여하는 객체의 정

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

입출력 데이터(Input/output Data)는 서비스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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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방법론 로세스

진 기능을 실 하기 해 입력 데이터를 서비스 외

부로부터 받고, 서비스의 기능이 실 된 후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게 된다. 즉 서비스 사이에 주고

받는 데이터들에 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

아키텍처(Architecture)는 서비스 실 을 하여 

필요한 기반 기술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기반 기술들로는 DB, 네트워크, 운 체제, 랫폼, 

그리고 메시징 기술로 구분된다.

3.1.2 서비스 컨디션(Service Condition)

서비스는 실행되기 한 선행 조건이 존재하며 

실행된 이후에도 서비스를 종료하기 한 조건이 

존재하는데, 서비스 컨디션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실행과 종료를 한 조건의 정보를 담고 있는 부

분으로써 서비스의 시작과 끝을 표  한다. 

서비스 컨디션의 정보는 서비스와 서비스를 구분

하는 기 이 되며 서비스 검색 시 서비스 선택의 조

건으로 이용된다.

3.1.3 서비스 워크 로우(Service Workflow)

서비스 워크 로우는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태스크들의 조합으로써 서비스 내의 태스크들의 

순차를 담고 있다. 서비스 워크 로우는 워크 로

우와 워크 로우 퍼포먼스로 구분되는데 워크 로

우는 태스크의 실행 순서를 로우 다이어그램 형

태로 장한다.

워크 로우 퍼포먼스는 서비스의 비기능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하여 각 태스크들이 가져야

할 태스크 품질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응답속도, 

신뢰도 등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

3.2 제안하는 개발 방법론 로세스

본 논문에서 제안한 SOA 개발 방법론은 [그림 

2]와 같이 크게 요구사항분석, 서비스 정의, 서비

스 명세, 서비스 조합 그리고 구 의 5단계로 이루

어지고 각 단계별 산출물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세부 태스크들로 구성 된다. 세부 태스크들은 각 

단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활동들이다. 

3.2.1 요구사항 분석 단계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개발 시스템의 이해 

당사자를 식별하여 그들의 니즈들로부터 요구사항

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요구사항 분석을 해서 

유즈 이스 다이어그램(Use Case Diagram) 과 유

즈 이스 명세서(Use Case Specification)를 작성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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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수집 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각 요구

사항에 한 선행조건과 사후조건에 한 정보를 

획득하여 유즈 이스 명세서에 작성한다. 이 정보

는 다음 단계에서 수행 하게 되는 비즈니스 로직 

분석에서 서비스와 서비스를 구분하는 기 을 제

공한다.

한 추출된 요구사항은 기능  요구사항과 시

스템 요구사항으로 구분하여 추출하게 된다. 시스

템 요구사항은 비기능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한 시스템 구성요소 기술수  결정에 사용되는

데,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에는 [그림 3]의 유틸리

티 트리(Utility Tree)를 이용한다.

[그림 3] 유틸리티 트리 [14]

3.2.2 서비스 정의 단계

서비스 정의 단계에서는 시스템의 비즈니스 로

직을 분석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비스를 식별

하고 서비스를 정의하는 단계이다.

• 비즈니스 로직 분석

비즈니스 로직은 시 스 다이어그램(Sequence 

Diagram)을 이용하여 운  시나리오(Operation 

Scenario)를 정의한다. 이 때 요구사항 분석 단계

에서 작성한 유스 이스 명세서와 운  시나리오

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식별하게 되는데 서비스 식

별 기 은 기능을 수행하는 단 로써 동일한 서비

스 컨디션별로 식별한다. 

를 들어 쇼핑몰의 경우 쇼핑몰 시스템을 구성

하는 서비스는 로그인, 결제, 장바구니 등의 서비

스들로 식별 할 수 있다. [그림 4]는 이 단계의 산

출물로써 서비스들 간의 계 정보를 표 한다. 

한 해당 태스크가 완료되면 서비스 온톨로지의 

서비스 컨디션이 정의된다.

[그림 4] 서비스 계도

• 서비스 워크 로우 분석

식별된 서비스는 해당 기능을 실행하기 해 어

떤 워크 로우를 가지게 되는지를 식별하는 단계

이다. 워크 로우 식별은 이  태스크에 정의한 

운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정의하게 된다. 식별된 

서비스 워크 로우는 서비스 명세 단계에 사용된

다. 한 이 단계에서 워크 로우의 성능을 결정

하는데 시스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워

크 로우들의 성능을 정의한다.

• 서비스 로 일 식별

본 태스크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액터와 서비스에 

사용되는 입력데이터, 서비스를 실행함으로써 산

출되는 출력데이터, 그리고 서비스를 구성하는 아

키텍처를 식별한다. 서비스 아키텍처 식별에서는 

[그림 5]와 같은 HoQ를 이용하는데 HoQ(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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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비스 명세 산출물

of Quality)는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해 

필요한 요소기술을 식별한다.

[그림 5] 아키텍처 식별 HoQ

이 단계에서는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하여 특정 요소기술이 필요한지 아닌지의 여부

만을 식별하게 되는데, 를 들어 로그인, 결제 그

리고 장바구니 서비스 등을 구 하기 해서는 DB, 

네트워크, 운 체제, 랫폼, 그리고 메시징 기술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식별한다. 이 단계가 완

료되면 서비스 온톨로지의 서비스 로 일을 정

의하게 된다.

3.2.3 서비스 명세 단계 

이 단계에서는 지 까지 정의한 서비스 온톨로지

의 각 요소에 하여 정형화된 형태로 명세한다. 이 

단계에서 서비스 요소기술들의 명세를 해 다른 

형태의 HoQ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림 5]의 HoQ

에서 기능  요구사항을 신하여 시스템 요구사

항을 이용하고, [그림 5]에서 식별된 서비스 아키

텍처 요소기술 각각에 해서 시스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을 식별하고 이를 명세한다. 

[그림 6]은 서비스 명세의 산출물이다. 완료된 

서비스 명세는 각각의 서비스와 맵핑하여 서비스 

맵을 만들고 이는 서비스 조합에서 서비스 선택의 

기 이 된다.

3.2.4 서비스 조합 단계

서비스 조합 단계에서는 앞서 정의한 서비스 맵을 

기 으로 서비스를 검색하며, 조건에 맞는 서비스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발을 결정하여 서비스 오

스트 이션(Orchestration)을 완성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의 서비스 검색 기 은 선행조건과 사

후조건, 그리고 입출력 데이터이다. 한 검색된 

서비스는 시스템 요구사항들의 우선순 를 정하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선택하게 된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비스가 발견되지 않을 경

우에는 서비스의 명세 로 새로운 서비스를 설계

하게 되며 검색된 서비스와 새로이 설계된 서비스

들을 조합하여 서비스 오 스트 이션을 완성하게 

된다.

서비스 오 스트 이션에서는 논리 인 서비스 

연합(Service Federation)과 호출순서, 에러처리 등

의 제어를 포함한다.

3.2.5 구  단계

구 단계에서는 앞서 정의한 서비스 오 스트

이션을 토 로 새롭게 설계된 서비스들을 개발하

고 서비스들을 인터페이스로 연결하여 시스템을 

구 한다. 구 이 완료되면 시스템 단  테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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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기 요구사항과 서비스 워크 로우의 퍼

포먼스 기 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4. 제안하는 방법론의 평가

제안하는 방법론의 효용성 평가를 해 기존의 

방법론  SOA와 가장 유사한 CBD 방법론과 비

교하 다. 평가단은 S기업(매출액 2조 원 이상, 종

업원 5000명 이상) 근무자  경력 10년 이상의 

문가들로 구성하 으며 평가항목은 개발기간, 비

용, 고객만족, 재사용성의 4가지 항목에 해 7  

척도로 평가하 다. 한 개발방법론을 형, 형, 

소형 시스템 개발로 구분하여 각각을 평가 하 다.

시스템 규모의 분류는 형 시스템의 경우 사

 차원의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며, 형 시스

템은 2～3개의 업무 연 을 가지는 부서에서 사용

되는 시스템, 그리고 소형 시스템의 경우 단일 부

서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표 2> 시스템 분류

구 분 설 명

형시스템 사  차원

형시스템 2～3개의 연  부서

소형시스템 단일 부서

평가는 문가 채  결과의 평균을 비교 한 것

과 AHP 가 치를 부여하여 계산 한 것, 두 가지 

형태로 실시하 다. 형, 형, 소형 시스템에 

한 평가 결과는 차례로 <표 3>～<표 5>와 같다.

평가 결과 제안하는 방법론이 기존 CBD 방법론

보다 체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의 원인으로는 CBD의 단 에서 찾을 수 있다.

CBD에서는 시스템 개발의 요소를 표 인 부

품들로 보고 필요한 부품을 조립하듯이 개발하는 

방법론이다. 하지만 CBD의 개발 사상은 동일 시

스템에서의 복 개발을 일 수 있었으나 이기종 

시스템간의 연계를 지원하지 않아 재사용의 한계

가 존재한다. 한 시스템 요소를 하  단계까지 

<표 3> 형 시스템에서의 평가 결과

구 분

평균 가  평균

CBD
제안하는 
방법

가 치 CBD
제안하는 
방법

개발
기간

5.8 6.4 0.382 2.22 2.45

비용 5.2 5.4 0.206 1.07 1.11

고객
만족

5 6 0.346 1.73 2.08

재사
용성

5.2 6.2 0.066 0.34 0,41

합계 5.3 6 5.36 6.05

<표 4> 형 시스템에서의 평가 결과

구 분

평균 가  평균

CBD
제안하는 
방법

가 치 CBD
제안하는 
방법

개발
기간

4.4 5.6 0.382 1.69 2.14

비용 4 5 0.206 0.82 1.03

고객
만족

4.2 5.8 0.346 1.45 2.01

재사
용성

5.2 5.8 0.066 0.34 0.38

합계 4.45 5.55 4.31 5.56

<표 5> 소형 시스템에서의 평가 결과

구 분

평균 가  평균

CBD
제안하는 
방법

가 치 CBD
제안하는 
방법

개발
기간

3.4 4 0.382 1.30 1.53

비용 3 3.4 0.206 0.62 0.70

고객
만족

4.4 5.2 0.346 1.52 1.80

재사
용성

4.4 4.6 0.066 0.29 0.30

합계 3.8 4.3 3.73 4.33

정의하여 개발 기간과 개발 비용이 증가하는 단

이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은 

표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정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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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시스템 간의 상호운 을 지원하며, 시스템

의 구성요소가 컴포 트보다 큰 서비스를 이용함

으로써 시스템을 정의하는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론의 효용성의 인 평가는 

형 시스템 개발 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 시스템, 소형 시스템 순이었다. 형 시스템에

서의  가치가 더 큰 것은 최근 시스템이 복

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기종간 연동의 필요성

이 증하고, 비즈니스 환경이 변함에 따라 재

사용성의 요성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 인 구조  방법론보다는 CBD, SOA와 같이 

재사용성을 추구하는 개발방법론을 형 시스템에 

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합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CBD는 동종 랫폼에서 제한 으

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SOA는 이기종 

랫폼간의 연계를 지원하는 특성으로 인해 형

시스템 개발 시 CBD 방법론보다 제안한 방법론의 

평가 수  값이 더 높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

된다.

이에 반해 소형 시스템 개발에서는 CBD와 제안

하는 방법론이 다른 규모의 시스템 개발보다 비교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다. 특히 CBD는 

7  척도의 평가에서 평균 3 의 수를 획득하

는데 그쳤는데, 이는 상 으로 재사용성 요소가 

다른 규모의 시스템보다 어 개발 기간과 비용의 

증가가 시스템 개발에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로 유

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본 연구에서 제안

한 방법론에서도 동일하게 용되지만 평가를 통

하여 CBD보다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 주

고 있다. 

상  효용성의 크기는 가  평균을 이용하여 계

산하 을 때 형 12.8%, 형 29.2%, 소형 16.1%

로 나타났다.

 수치가 가장 높은 형 시스템개발에서 

상  효용성이 낮은 것은 기존의 CBD 방법론이 

재 형 시스템 개발에 효율이 높은 것으로 인

정되고 있어 제안한 방법론이 CBD 방법론보다 높

은 수를 획득하 지만 한계효율(Marginal Effici-

ency)이 은 것으로 단된다. 세부 항목별 수

는 비교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형 시스템 개발시상  효용성

세부 항목별 수를 보면 고객만족과 재사용성

에서 상 으로 높은 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는데 재사용성이 높은 것은 이기종간의 연계를 지

원하지 않는 CBD보다 이를 지원하는 SOA가 재

사용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개발 비용측면에서는 CBD와 제안하는 방법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형 시스템 개발에서는 상  효용성이 CBD

보다 30% 정도 높게 평가 되었다. 이는 CBD가 소

형 시스템과 형 시스템에서 비교  낮은 수로 

평가된 반면에 제안한 방법론은 형 시스템에서 

높은 수를 획득하 기 때문인데 세부 항목별 상

 효용성은 [그림 8]과 같다.

형 시스템에서 상  효용성이 높은 부분은 

개발기간과 비용부분인데 이는 CBD 방법론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기 해서는 체 시스템의 세부

인 사항을 모두 분석하여 아키텍처 모형을 만들

어야하는 것으로 인해 개발 기간과 비용이 증가되

는 단 이 있지만 제안한 방법론은 비즈니스 로

세스 모델을 만들어 서비스 단 의 재사용이 가능

하므로 개발기간과 비용 면에서 CBD 방법론 보다 

효율 으로 평가된 것으로 단된다. 

소형 시스템 개발 시 세부 항목별 상  효용

성은 [그림 9]와 같은데 소형 시스템에서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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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이 높게 평가 된 것은 개발 기간과 비용인 

것으로 볼 때 형 시스템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8] 형 시스템의 개발시 상  효용성

[그림 9] 소형 시스템 개발시 상  효용성

마지막으로 상  효용성  모든 시스템에서

의 상  효용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고객만족의 

경우 기존 CBD는 컴포 트 단 의 재사용으로 인

하여 시스템의 성능에 해서 정량  측정이 어려

워 개발 이후 고객만족이 낮았는데, 제안한 방법

론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량 으로 변환하여 요

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비스 단 로 재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 시 고객의 요구 사항과 일치

된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여 고개만족에서 상  

효용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SOA는 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의 민

첩한 응을 가능  하는 새로운 IT 략의 안

으로, 기업의 기존 자산의 활용이나, 비용 감 등

의 효과를  것으로 기 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기반의 개발을 한 표  방법론

이 존재하지 않아 서비스 재사용율이 낮으며 SOA

에 한 개발 경험을 축 할 수 없었다. 한 SOA

를 이용한 정보시스템 개발 시 재 시스템 개발

의 진척도를 가늠할 수 없어 로젝트 리에 어

려움이 존재 하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식별하고, 서비스를 기반으

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SOA 방법론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방법론에서는 서비스를 온톨로지를 정의

하고 그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식별하여 서비스를 구

성함으로써 서비스 오 스트 이션을 완성하 다. 

제안한 방법론을 기존의 CBD 방법론과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하 는데 비교 결과 형 시스템 개

발에서는 이기종 간 연계를 지원하는 장 으로 인

하여 재사용성이 높아졌으며, ․소형 시스템 개

발에서는 서비스 단  재사용으로 인하여 개발기

간과 비용의 면에서 많은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고객만족 지표에서는 모든 시

스템 개발에서 높은 수를 획득하 는데 이 한 

서비스 단 의 재사용으로 인하여 정량 인 요구

사항의 만족여부를 평가하여 재사용하기에 품질에 

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식별에 온톨로지를 용

함으로써 서비스의 유연성을 높여 재사용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는데, 이는 어

리 이션 개발 방법론에서 의미론  근에 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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