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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identified and classified

various workflow operational rules. There are many

business rules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workflow

systems within the enterprise business environments.

The rules are defined as ECA (Event-Condition-

Action) rules and integrated with workflow systems

with the active DB technology. Operational rules are

categorized into task dispatching rules, dynamic

process adaptation rules, exception handling rules,

event-based monitoring rules, and external domain

business rules. By adopting rule-based approach, the

modification of business rules for process management

can be easier. With the explicit management of

business rules, the reasoning process of organizations

can be formalized and managed transparently, which

enables rapid and clear decision-making.

1 . 서 론

업무 프로세스의 정의, 자동화된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WFMS : Work- flow

Management System)은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조

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한편, 조직의 업무 규칙을 명시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 업무 규칙 관리 시스템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

는 업무 규칙 관리 시스템을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

템에 도입하였다. 즉, 워크플로우 시스템과 외부 애

플리케이션으로부터 업무 규칙을 분리하여 관리함

으로써 워크플로우 시스템의 유연성(flexibility)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업무 규칙(Business rule)이란 비즈니스의 일부 국

면을 제어하거나 정의하는 규약을 말한다[11]. 즉,

업무 규칙이란 기업 경영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영

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지침이나 논리를 의미한

다. 규칙 자동화 도구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규

칙 요소를 분리해 냄으로써 회사가 기존 시스템을

신속히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

도록 해 준다.

업무 규칙 접근법은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업무 운영(operation) 상의

규칙 변화를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걸쳐 반영할 필

요가 없이 분리된 업무 규칙에만 반영하면 되기 때

문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의 근

간을 이루는 업무 규칙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와

기능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 업무 규칙들을 정의하고, 정의

된 규칙을 능동형 메커니즘으로 구현하여 워크플로

우 관리와 통합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의 자동화

및 관리 기능에 업무 규칙 관리 기능을 결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축하였다.

2 . 관 련 연 구

워크플로우 분야에서 능동형인 규칙을 적용한 시도

가 몇 가지 존재한다. 능동형 규칙이나 데이터베이

스에 대한 연구 성과를 워크플로우 분야에 본격적

으로 적용한 초기 시도 중 가장 알려진 것은

Casati 등의 연구가 있다[6]. 이들은 워크플로우 모

델 자체를 처리하기 위한 몇 가지 규칙 유형들을

정의하였다. Casati 등은 또한 워크플로우 모델 정

의 시 미리 예외상황을 스키마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였다[7]. 배준수[5]는 프로세스 설계

를 중첩의 개념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사용자 개입 없이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ECA 규칙을 이용

하여 프로세스 처리 로직을 구현하였다.

Reichert 등은 동적 환경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현

재의 워크플로우 관리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행 중 워크플로우 변경에 대한 정형적 토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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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다[12]. Lee 등은 민첩 조직에서 WFMS는

빈번한 조직 변경에 매우 적응적인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WFMS의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조직 구조의 변화와 업무 규칙의 변경을 관리

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10].

Dellen 등은 공학 애플리케이션에서 워크플로우 관

리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기반 기법

을 사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8].

기존의 연구들은 워크플로우 운영상 필요한 다양한

규칙과 외부 도메인 규칙을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 워크플로우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 규칙 범

주를 규명하여 이를 워크플로우 시스템과 통합하였

다.

3 . 워크 플 로 우 운영 업 무 규칙 유 형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의 각 모듈에 혼재하고 있

는 워크플로우 관련 규칙들을 포착하여 [그림 1]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 워크플로우 운영 규칙 범주

4장에서는 이 중 태스크할당 규칙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기타 규칙 범주는 5장에서 설명하였다.

각 규칙별로 해당 규칙의 개념과 워크플로우 시스

템과의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규칙을 정형화하여

정의하여 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설명

하였다.

4 . 태스 크 할 당 규 칙

워크플로우 엔진에서 각 태스크의 담당자를 결정하

는 규칙을 태스크 할당 규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태스크 할당은 일반적으로 워크플로우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미리 담당자가 정의하여 실행할

수도 있고, 정의단계에서는 역할(Role)로만 지정한

후 런타임에 워크플로우 엔진에 의해 동적으로 결

정될 수도 있다. 역할로 담당자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의 태스크 할당 규칙을 역할 기반(Role- based)

할당 규칙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태스크 할당 방법

을 엔진의 코드로 구현하는 대신에 태스크 할당 방

법에 관련한 규칙을 규칙 시스템으로 구현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까지 보고된 상용 시스템과 연구

단체에서 개발한 시스템에서는 태스크 할당 방법은

엔진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효과적인 할당 방식 대안은 담당자 지정 방식과 역

할 기반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태스크

나 프로세스 특징에 따라 작업자를 지정해야 할 태

스크는 담당자를 직접 지정하고, 역할 지정이 바람

직한 경우는 역할로 지정한 후 동적으로 작업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부서별 특징이나 업무 속성에 따라 서로 다른

할당 방식을 지정할 수도 있어야 하며, 업무 할당

메커니즘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업무 규칙 기반의 태

스크 할당 규칙 구현은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규칙 기반 태스크 할당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아키

텍처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태스크 할당 규칙의 작동 원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규칙 정의기

(Rule Definer ) 모듈을 통해서 업무 할당 규칙 그

유형 별로 정의한다. 정의된 할당 규칙은 통합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엔진은 사용되는 할당 규

칙을 분석, 선택하여 담당자를 결정한다.

이 때 유형별 할당 규칙을 분석한 후 규칙간 우선

순위 기준에 의해서 할당 방식이 결정된다.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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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결정되는 시점에 엔진은 그 사건을 이벤트

감지 테이블에 기록한다. 이벤트 감지 테이블에 사

건이 기록될 때 데이터베이스 트리거가 실행되어

각 할당 방식별로 ECA 규칙이 적용되어 담당자가

결정된다. 능동형 메커니즘이 실제로 적용되는 부

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담당자가 결정되면 해당되

는 사람의 워크리스트에 그 태스크를 할당한다.

태스크 할당 규칙을 업무 규칙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져 오는 장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각 기업의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할당 규

칙의 적용이 가능하다.

·둘째, 런타임에 각 업무할당 규칙의 내용 변경

이 가능하다.

·셋째, 할당 방식을 엔진의 코드에서 ECA 규칙

으로 분리해 냄으로써 유지 보수가 편리하다.

·넷째, 작업 할당과 관련한 예외 상황 처리가 가

능하다.

5 . 기타 운 영 업무 규 칙 의 통 합

5 .1 외 부도메 인 규칙

워크플로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환경에서

의 업무 운영 규칙들을 본 연구에서는 외부 도메인

규칙이라고 하였다. 외부 도메인이란 워크플로우

시스템을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환경을 말

한다.

외부 도메인 규칙을 프로그램 로직에서 분리하여

ECA 규칙으로 구현하여 처리함으로써 규칙의 명

시적인 관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규칙의 변경시 쉽

게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5 .2 런 타임 프로 세스 변경 규 칙

대부분의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은 진행중인 프로

세스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세스

가 이미 지연되고 있거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정

해진 작업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워크플로우 시스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관리

자의 판단에 의해 지연되는 프로세스의 신속한 진

행을 위한 독촉 명령을 내리거나, 프로세스의 동적

변경 등을 수행한다. 즉, 관리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수반되어 런타임에 애드혹한 상황에 대처한다는 것

이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프로세스가 지연되는 상

황이 발생할 때마다 관리자가 즉각적으로 대처해

주는 일은 어려운 일이므로 시스템 차원에서 이러

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해야 하는 작업을 규칙

으로 자동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런타임 프로세스 동적 변경 규

칙은 워크플로우가 실행되고 있는 중에 발생하는

상황에 맞게 프로세스가 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규칙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현재 진행 상태로 프

로세스 실행을 계속할 경우 주어진 기한을 맞출 수

가 없는 경우 남아 있는 태스크에 대한 재조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런타임 프로세스 동적 변경 규칙

에 해당된다.

5 .3 오 류 처리 및 복구 규 칙

워크플로우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

외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작업이 실패할 수도 있으며, 어

떤 이유에서 작업 수행을 거부하는 에이전트가 존

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예외 상황을 효

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만 워크플로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 규칙은 워크플로우 구조로

는 표현할 수 없으며, 예외 상황 발생 시 이를 처

리하는 규칙을 정의해 둠으로써 런타임에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복구 내지는 보상이 가능하다.

예외 상황을 처리하는 규칙은 ECA 패러다임과 잘

들어 맞는다. 즉, 예외 상황의 발생은 사건(Event )

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데이터 사건, 워크플로우 사

건, 시간적 사건, 외부 사건 등이 속한다. 발생한

사건이 실제 예외 상황에 해당되는 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조건(Condition)에 해당한다. 워크플로우 시

스템의 DB 상태에 대한 평가 식으로 조건을 표시

할 수 있다. 예외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행되

는 작업(operations)은 행동(Action)에 해당한다.

5 .4 사 건기반 모 니터링 규 칙

사건기반 모니터링 규칙은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대

상에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모니터링 관

리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고자 하는 규칙을 의미한

다. 즉,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자가 관심있는 사건을

시스템 차원에서 자동적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한

개념을 ECA 규칙으로 정의하였다.

6 . 능 동 형 규 칙과 워 크 플 로우 시 스 템 의 통 합

능동형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방법은 DBMS의 종류

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형 DBMS를

이용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 사건, 사용자 사건,

워크플로우 클라이언트에서 발생시키는 사건, 엔진

에서 유발하는 사건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의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 감지 테이블에 갱신, 삽입,

삭제 등의 연산이 발생하면, 이 테이블에 미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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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어 있는 트리거가 작동하여 능동형 메커니즘이

구현된다.

[그림 3] 능동형 규칙의 작동

7 . 결론 및 추 후 연 구 과 제

본 연구에서는 워크플로우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 규칙들을 분류하여 정의하고 이를 능

동형 규칙인 ECA (Event - Condition- Action) 패러

다임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의 업무 자동화와 관련된 규칙들 중에 본 연구

에서 규명한 규칙들의 범주로는 에이전트에게 업무

를 할당하는 태스크 할당 규칙, 워크플로우 시스템

이 운용되는 업무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외부 업무

규칙, 런타임에 동적으로 프로세스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규칙, 오류 처리 및 복구

에 관한 규칙, 모니터링 사용자가 관심있는 사건을

추적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사건 기반 모니터링 규

칙이 있다.

워크플로우와 관련된 업무 규칙을 능동형 규칙으로

표현하고 규칙 처리를 능동형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이용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 규칙이 변경되는 경

우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는 워크플로우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 작

성하여 설치하지 않고, 업무 규칙만 변경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 규칙을 명시적으로 관리

함으로써 조직의 추론(reasoning) 과정이 공식화

(formalize)되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기업의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추후 연구 과제로는 프로세스 실행 최적화 모델 수

립 및 해법 연구, XML 기반의 상호운영성 달성,

프로세스 구조 처리 규칙과의 통합, 정보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요소로소의 WFMS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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