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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걸

론

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은 업무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
스탬이다

이 시스템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고 관리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시스템에서 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하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워크플로우 관리를 위하여 객

체지향 프로세스 모델령 방안을 제안한다‘ 이 방볍론은 분산 환경에서 여러 조직이 참여하
고， 업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적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중첩 관계를 이용한 계층 모텔을 통해 프로세스 접근 권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객체지향적

워크플로우 모델령은 프로세스의 유연성과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분산 환경에서 여러 부서나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 프로세스 모텔링에 효
과적이다

주요어

워크플로우관리시스댐， 객체지향， 프로세스 계층 모델

I . 서

론

워크플로우 (work f1 ow) 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실행하고 관리하는 업무 프로세스 (process)

를 말하고， 워크플로우관리시스댐 (WFMS:

Work f1 ow Management

System) 은 워크플로우

를 정의하여 실행시키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HOLL95J

WFMS 는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최근에 기업 활동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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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

예를 들연， 전사적

자왼관리시스템 (Enterprise

Resource

P]anning) , 제품정보관리시스템 (Product Data Management) , 공급망관리시스템 (Supp]y
Chain Management) , 고객 관계 관리 시 스템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선
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등

의 기반으로서 정형화된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FM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모델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 목적은 실제 프로세스를 시스템이
준비하는 것이다

이 모댈링

이해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 명세 (specifica tion) 를

이 영세 즉， 프로세스 모텔을 통하여， 어떤 활통틀이 필요한지

의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들야 요구되는지를 얄 수 있다

활동 간의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관점을 표현하는 데이터 모텔링이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응용에 있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모델링은 사용자 관점에서의 업무 처리와 산출물 생성을 컴퓨터가 처리
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여 이를 자동화하는 워크플로우 응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복잡하고 가변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객체지향

기법을 이용하는 워크플로우 모델링 방볍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모텔에서는 공통된 사항을

상위 수준에 정의하고 하위 수준에서는 이를 상속해서 이용하며， 세부적인 사항 또는 내용의

변경은 하위 수준에서 별도로 정의한다

또， 중첩의 개념 [KIM2000) 을 이용한 프로세스 계

층모델로 프로세스 모댈링을 컴포넌트 (component) 화 하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세스 접근
권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이 같은 객체지향 워크플로우 모텔

은 워크플로우의 다단계 설계， 하위 프로세스의 독립적 관리， 진행 중 프로세스의 통적 변경，
중첩 프로세스의 접근 권한 관리， 분산 서버로 확장 등 프로세스의 재사용성과 유연성을 높
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IJ ,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해 설계된 업무 활동 (work

에 대한 설명과 순서를 정의한다

activities)

이 업무 활동은 시간과 공간에 걸쳐 조직의 단계별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령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크게 의사소통 기반( communication-based) 방법 [WIN097) ，
인공물 기반 (artifact - based) 방법

활동 기반 (acti vi ty-based) 방법

[SMITH911 ,

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CICH98J

‘?

[GOLD99)

객체지향적 워크플로우 모델링

앞의 두 방법은 사람들 간의 약속 (commitmentsl 을 프로세스 모델의 토대로 사용하는데

비해 활동 기반 모델링은 업무 자체의 모델링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활동 기반 모델링은

프로세스를 태스크의 집합으로 분해하고， 태스크 간의 의존 판계에 근거하여 그 실행 순서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은 활통 기반 모델링을 이용하여 설비 구입 프로세스를 표현한
것이다

이 프로세스는 세 개의 활통， 즉， 재정 상태의 검증 (Verify Status) , 입찰 수행

(Get Bids) , 주문 (Order) 으로 구성된다 화살표는 활동들 사이의 의존관계 또는 순서를 설
명하고 있다

〈그림

1) 활동 기반 프로세스 모델링 예 (WIN097J

활통 기반 모텔링 방법은 프로세스와 그 수행 과정， 그리고 단계별 데이터 흐름에 대해 많
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 관리자나 담당자들이 프로세스에 관한 전체적

인 조망을 가능하게 하고， 인공불과 활동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톱는다
의

가장 큰 장점은 생성된 모텔을 워크플로우 명세로 쉽게

[WIN097)

이러한 모텔링 방법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는 많은 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들은 활동 기반 모델링 접근

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m.

객체지향 개념의 필요성

WFMS 는 기업 환경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세스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프로세스 참여자의 차별적인 요구

를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여러 부서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프로세스

의 경우에는 프로세스 설계， 통제， 분석에 있어서 여러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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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필요하다. 그리고， 복잡한 대규모 프로세스의 경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도중에 프로

세스 모델을 변경할 필요가 생기기도 한다‘ 또， 특정 조직이 관리하는 프로세스의 일부는 다
른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발생한다 이러한 정을 감안하여 WFMS 가 만족
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프로세스 철계의 체째척인 분할파 통합

대규모 프로세스의 경우 분야별 전문가가 각자 담당하는 프로세스의 부분을 나름대로 전문

성을 발휘하여 설계한 다음 이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설계된 부분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에 재사용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부분별로 쉽게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 이질적 조직의 협력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관리 정책

여러 조직이 참여하여 수행하는 프로세스의 경우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유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 프로세스 간의 의존 관계와 역할에 따라 관리자들에게 차
별화 된 프로세스 접근 권한을 설정하고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장기 프로젝트의 동척 변정과 유연한 대용
장기척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선행 프로세스의 진행 추이에 따라서 후행하는 프

로셰스의 흐름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유연하게 대웅할 필요가 있다
·업무 관련 자료의 공유 문제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작성된 여러 가지 정보나 문서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른 업무 수

행에서 참조될 수 있다. 자료의 공유 여부는 담당자와 그 역할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지
만， 부분 프로세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에서 셜명하는 바와 같이 프로세스를 컴포넌트

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의 컴포넌트화를 위한 대안으로 4장에서 셜명
하는 워크플로우의 객체지향 설계를 제안하는 것이다.

3.1 프로세스의 컴포넌트화
워크플로우에서 다루고 있는 프로세스는 청형화된 업무 프로세스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다- 전체 프로세스 수준에서의 반복 사용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도 그러한 필요성이 자주 있

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일부는 임의로 변경되거나，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
로. 이런 프로세스의 부분들은 각각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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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셰스를 캠포넌트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컴포넌트란 특정 표준에 맞게 설계된 것으로 같은 표준에 의해 설계된 다른 컴포넌트와 결
합하여 가능적인 그룹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정형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컴포넌트화

함 o 록써 반복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적절하게 변경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많은 수의 태스크가 상호 연관된 복잡한 프로세스의 경우 이들을 관리상의 이유， 또는 업무
성격의 유사성 등으로 인해 몇 개의 컴포넌트 프로세스를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연 여러

가지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프로세스를 컴포넌트화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보장하여야 한다

• 독립성 (i ndependency)
분리된 프로세스는 상위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재사용성 (reusability)
독립된 프로세스는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프로세스의 하위 프로세스로 재사용 가능해야
한다

• 대체가능성 (rep!aceability)

기존의 하위 프로세스 대신에 다른 하위 프로세스를 임의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분성 (separability)
기존의 복잡한 프로세스에서 의미 있는 하위 프로세스를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N. 객체지향 워크플로우
이 장에서는 프로세스 모텔링에 객체지향 접근법을 접목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로부터 얻게 되는 객체지향적 장점을 워크플로우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객체지
향 프로세스 모텔의 관리 상의 이점과 의미를 알아본다

4.1

워크플로우의 객체화

프로세스 정의가 준비되면， 이 정의를 따르는 실질적인 워크플로우 프로세스 인스턴스
를 필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프로세스 인스턴스의 실행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추후에 분석 자료로 사용한다

하나의 프로세스 정의를 수정하여

또 다른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고 1 이는 별개의 프로세스 인스턴스를 발생시키면서 다른

5

*행營↑협報훌움훌훌

종류의 데이터로 저장된다

세부적인 형태가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은 비록 공통점이 았

다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프로세스로 간주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프로세스 관리 방법이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세부척인 형태를 가지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계속

하여 새로운 형태로 변모해간다연 기존의 방법으로 프로세스 모델을 관리하는 것은 많은 문
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프로세스 정의를 상속할 수 있는 추상 프로셰스형 (APT

Abstract Process Type) 을 제안한다 추상 프로세스형은 기존에 개별적인 프로세스들이 각
각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가지며 반복 사용되던 워크플로우들의 공통 부분을 추상화 시킴으
로써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추상 프로세스는 하나 이상의 추상 태스크를 가진다

추상 태스크는 자식 태스크로 상속되

며， 이는 다시 하위 프로세스를 중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추상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
스로 상속할 수 있고， 자식 프로세스는 추상 태스크를 상속 받은 자식 태스크를 가진다
자식 태스크는 하나의 하위 프로세스를 중첩하고 있다

。l

이 때 중첩되는 하위 프로세스는 또

다른 추상 프로세스나 자식 프로세스이다.
〈그링

2) 와

같이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태스크의

집합으로

표현된다

이

그림에서

Abstract Process는 세 개의 자식 프로세스 ， ProcessO , Processl , Process2로 상속되고
있다

ProcessO는 자식

태스크

TaskO를 가지고

〈그림

2)

있다. 자식

태스크

TaskO는

프로세스와 태스크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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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률 상속하고 있고， 추상 프로세스 Sub Process를 중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 Processl

의 자식 태스크 Taskl 는 또 다른 자식 프로세스 Sub ProcessO를 중첩하고 있다
객체지향 워크플로우의 핵심 개념은 상속과 중첩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속을 이용하여

다양한 프로세스의 세부적인 사항을 효과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첩은 상속받은 프로세스

의 자식 태스크를 독립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립 3)과 같이 추상 프로세스는 전체
의 흐름을 통제하고， 상속 프로세스는 특정 추상 태스크를 어떤 프로세스와 중첩해야 하는지
를 저장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상위 프로세스와 하위 프로세스의 관리가 분리되

어， 서로 다른 두 기엽이나 부서에 의해 진행되는 분산 환경의 프로세스에 효과적으로 적용

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상위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여러 개의 자식 프로세스들이 독럽적
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지왼하고 있다

〈그림 3) 상속 프로세스의 설계

normal
task

abstract
task

abstract

normal
task

derived
: nestino
: connector

(a) Abstract Process

다음 예를 살펴보자

(b) Derived Processes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 구매 프로세스는 거시적으로는 동일

한 업무흐름을 갖지만， 제품의 특성에 따라 프로세스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금씩 다르다
이때 제품에 따라서 개별적인 프로세스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수행
되는 과정은 추상 프로세스를 통하여 정의하고， 특정 제품에 따라 다르게 수행되는 부분을

자식 프로세스에서 세부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프로세스 중에서 부분적으

로 다른 사항들은 여러 개의 하위 프로세스로 모델링 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자식 프로세

스를 상속하여 해당되는 하위 프로세스를 중첩함으로써， 부모 프로세스의 공통적인 흐름과
하위 프로세스의 차별적인 흐름을 보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객체지향 프로세스의

설계는 다양한 제품의 구매 프로세스와 같이 여러 형태로 변형되는 프로세스들을 정의하고
수행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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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변속기 생산 프로세스’의 상속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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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추상 프로세스인 ‘변속기 생산 프로세스’를 상속하여 자식 프로세스 ’ H 사 소형
변속기 생산 프로세스’를 정의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자식 태스크 ’소형 재료가공’은 추상 태

스크 ‘재료가공(외주)’를 상속받았고， 하위 프로세스로 ‘소형재료가공 프로세스’를 중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4.2

객체지향적 특징

워크플로우의 객체화는 객체지향 모델령의 일반적인 특정을 가지고 있다 프로세스를 객체
화 하고 상속과 중첩을 통해 자식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방볍은 추상화 (abstraction) . 은닉

화 (encapsu)ation) , 상속성(i nheritance) , 다형성 (þo)ymorphism) 과 같은 기본적인 객체
지향적 특징을 보여준다 [RUMB91]

워크플로우의 객체화가 얻는 장점을 위의 네 가지 특정

의 관점에서 설명하겠다.

• 추상화 (abstraction)
추상 프로세스형을 통하여 개팔적인 프로세스를 정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통일한 과정

을 거치는 프로세스들을 상위 수준에서 정의하여 공통척인 변경 사항과 관리를 총괄할
수 있다- 세부적인 추가 정의나 변형은 추상 프로세스형을 상속한 자식 프로세스에 중첩
된 하위 프로세스에 적용한다

국소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프로세스를 집합체인

상위 프로세스라는 추상화 된 개념을 통하여 함께 관리하게 된다

• 은닉화 (encapsu!ation)
하위 프로세스를 중첩하여 구현함으로써 개별적인 하위 프로세스 정보를 은닉할 수 있
다

따라서 상위 수준에서의 개념적 설계와 관리가 용이하다

관리 수준에서 독립적으로 설계하고， 변경하며，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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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성 (i nheri tance)
기존의 프로세스 정의를 여러 자식 프로세스로 상속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는 국소적으로 형태가 다른 자식 프로세스들을

공통 집합인 상위 프로세스로 묶어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여러 가지 형태로 파
생된 프로세스 정의를 하나의 추상 프로세스형을 통하여 통제한다

• 다형생 (po!ymorphism)
통일한 객체가 ‘하나 이상의 형태를 띠는 것’， 즉 ‘같은 명령에 대하여 객체가 서로 다르
게 반응하는 것’이 다형성이다

통일한 상위 프로세스가 어떤 하위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다른 흐름으로 진행된다

추상 프로세스형의 인스턴스가

실행시간에 적절한 자식 프로세스의 인스턴스로 전이됨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4.3

프로세스의 계층적 관리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정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슷한 종

류의 프로세스가 많이 있을 때 이는 워크플로우의 관리 측면에 몇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여 수행한다

의

WFMS 에서 실질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인스턴스를 생성하

프로세스 인스턴스가 진행되는 도중에 하위

프로세스를 통하여 전체 프로세스

흐름을 변경하였다고 해보자- 이는 결국 같은 프로세스 정의에 의해 설행되는 프로세스

인스턴스가 다른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세스 변경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시스템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프로

그러나，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두

개의 프로세스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수행된 프로세스 결과를 체계적으로 저장하여 과거 프로
세스를 분석하는 등과 같은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프로셰스 정의 유지

문제와 프로세스 인스턴스 저장 문제는 워크플로우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 것을 힘들게 한다
있다

프로세스 정의 유지

문제에는 여러 가지

먼저， 하나의 프로세스 정의만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정책이

있을 수

일시적으로 변경된 프로

세스 정의를 복구하거나， 또는 변경된 프로세스 정의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처럼 하나의 정의를 유지하는 방법은 인스턴스의 결과 분석이나 활용에 다른 프로세스 정의

를 따르는 인스턴스를 올바르게 반영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고， 변경 전후의 두

프로세스 정의를 모두 유지하여 이들이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분석 결과
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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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플로우의 특성상 프로세스가 자주 설행되고

변경된 프로세스의 결과도 모두 중요하다

고 가정하면， 다양하게 실행되는 프로세스들의 총괄적언 관리와 개별적인 관리가 동시에 이
루어져야 한다

객체지향 워크플로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다양한 형태로 확

장 가능한 프로셰스의 공통된 진행 과정은 추상 프로세스형으로 모델링 하여 상위 프로세스
로 정의 1 변경， 관리하고， 개별적인 세부 과정들은 자식 프로세스가 중첩하고 있는 하위 프로
세스에서 관리하게 한다

〈그림 5) 는 하나의 상위 프로세스가 유사한 형태의 하위 프로세스틀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에， 상속을 통하여 자식 프로세스를 정의한 예를 보여준다

몇 가지 발생 가능한 형태를 자

식 프로세스 정의로 미리 설계해 둘 수도 있고， 설행 시에 하위 프로세스를 변경하거나 새롭
게 정의할 수 있다

즉， 프로세스 인스턴스가 진행할 때에는 부모 프로세스로 시작되어 진행

도중에 자식 프로세스로 전이되어 진행될 수도 있고， 초기부터 자식 프로세스가 직접 실행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세부적으로 정의된 프로세스를 직접 시작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진행중인 프로세스가 상세한 프로세스로 전이되어 실행될 수 있고， 하위 프로세스를 새

롭게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프로세스의 유연성과 정형성을 적절히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5) 프로세스의 상속과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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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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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프로세스 계층 모델과 접근 권한
본 논문에서는 워크플로우의 객제화를 통하여 실행시간에 하위 프로세스를 새롭게 정의하
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객체지향 프로세스 모텔링을 설명하였다

특히 중첩 모텔을 사용하여

하위 프로세스를 상위 프로세스와 병확히 분리함으로써 실행시간에 유연한 프로세스의 변경
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프로세스의 복잡한 중첩 관계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계층 모델 (Process Hierarchy Mode l)과 이를 이용한 프로세스
접근 권한 통제 방법을 제안한다

5.1

프로세스 계층 트리

프로세스는 실행 중에 자식 프로세스를 정의하여， 임의의 중첩 관계를 복잡하게 가질 수

있다

중첩된 하위 프로세스는 새롭게 정의하거냐， 기존 프로세스를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상속은 재귀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1 프로세스의 중첩 관
계가 임의로 형성되고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세스 간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모델이 요구된다 그라고， 중첩 관계의 두 프로세스 간 접근 권한을 정의하고 관리
하기 위한 정책이 펼요하다

프로세스는 실행시간 중에 임의의 상속 과정을 거쳐 다양한 형태의 하위 프로세스를 가지

게 된다 자식 프로세스로 한 번 상속될 때마다， 하나 이상의 중첩 관계가 추가된다 그런데，
그 하위 프로세스가 또다시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다단계로 중첩 관계가 형성되어 프로세스
중첩은 계층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중첩 관계는 실행시간에 형성되고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인 모델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첩 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자료구조로써 트리 (tree) 를 사용하는데， 이를 프로세스 계충 트리 (Process
Hierarchy

Tree) 라고 부른다

(그림

6

참조)

프로세스 계층 트라는 실행시간에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자식 프로세스의 중첩 관계
를 나타내기 위한 모텔이다 이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중첩 관계가 있는 프로세스 간에 접

근 권한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프로세스 간의 업무흐름 (control-ITow) 과 자료흐
름 (data-ITow) 을 통제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5.2

프로세스 간 접근 권한

중첩 프로세스 모텔에서는 상 하위 프로세스의 관리자가 다르게 지정될 수 있다 즉. 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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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다른 조직이나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될 때 이들 간의 접근 권한

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프로세스 상호간의

접근 권한은 연결

모드 (coupling

mode)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결 모드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들은 〈표 1)과 같다

즉， 중첩

관계의 프로세스 사이에 설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접근 권한은 프로세스 정의의 변경 권한，
담당자의 변경 권한， 프로세스 통제 권한， 프로세스 모니터링 권한， 데이터의 접근 권한이다
먼저 , acModifyProcDef와

acChange Worker는 왼래 프로세스 인스턴스가 발생하기 전에

확정되는 사항이지만， 실행시간 중에도 수정이 가능한 사항들이다

그리고，

acControlProclnst

와 acMonitorProclnst는 진행 중인 프로세스 인스턴스를 통제하는 관리자의 권한을 나타
낸다

마지막으로， acShareDoc 는 프로세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서들을 중첩 관계에 있

는 프로세스 실행자와 공유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셜정이다

〈표

1> 중첩

프로세스의 접근 권한

접근권한
프로세스정의 변경 권한

(AcModifyProcDef)
담당자 변경 권한

(AcChangeWorker)
프로세스통제 권한

(AcControIPro cI nst)

설

영

실행시간에 중첩 관계의 프로세스 정의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실행시간에 중첩 관계의 프로세스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

실행시간에 중첩 관계의 프로세스 인스턴스를 통제
재개 (suspend/

(fai l) .

resume) ,

완료 (finish)

-

거부 (reject)

•

일시 중지/

, 취소 (abort) . 실패

할 수 있는 권한

프로세스 모니터링 권한

중첩 관계의 프로세스 인스턴스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

(AcMonitorPro cI nst)

는권한

데이터 접근 권한

(AcShareDoc)

5.3

중첩 관계의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

접근 권한 통제

전 절의 다섯 가지 접근 권한은 중첩 관계에 있는 상위

할 때， 양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프로셰스와 하위 프로세스가 존재

즉， 상위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관리자가 하위 프로세스의

업무흐름 (controH1ow) 을 통제하거나 자료흐름 (data- f1 ow) 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
할 것인지， 반면에 하위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관라자가 상위 프로세스를 통제하거나 문서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설정한다
부터 프로세스 J로의 접근을 허용할 경우에는

1.

이 권한은 중첩 관계에 있는 프로세스 1로
불허할 경우에는 0 의 값으로 표시되는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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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순서쌍 AGü 로 표현한다

AGij = (acl. ac2. ac3. ac4. ac5)
AGij 二 access control from Process i to Process j

acl. ac2. ac3. ac4. ac5
ac 1.

ac2.

ac3.

ac4.

ac5

는

=

1 or 0

각각

acModifyProcDef.

acControlPro cI nst. acMonitorPro cI nst.

acChangeWorker.

acShareDoc를 나타낸다‘ AGij를 상속 프

로세스의 중청 구조를 표현하고 있는 프로세스 계충 트리에 표시함으로써 , 자식 프로세스 내
의 여러 프로세스 간에 접끈 권한을 총팔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그림

6)

프로세스 계층 트리와 접근 권한

예를 들연， <그림 6) 에서 Processl 에서 Process2의 접근 권한은 대웅되는 노드에 표시된
AG12를 통해서 판단하게 된다 . AG12 = ( 0 , 1 , 0 , 1. 1) 이라고 가정하면 ， Processl 의 관

리자는 Process2의 프로세스에 대하여 acl = 0 , ac2= 1 이므로 프로세스 정의를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프로세스의 작업을 수행할 작업자들은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를

그리고 ac3=O , ac4=1 이므로 Processl 의 관리자는 Process2의 프로세스 인스턴스

일시

중지/재개 (Suspend/Resume) , 거부(R eject) , 취소 (Abort) , 실패 (Fai l) , 완료

(Finish)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 Process2의 프로세스 인스턴스의 진행 과정을 모니
터링할 수는 있다

또한 ， ac5= 1 이므로 Processl 의 관리자는 Process2에서 사용하는 문서

나 자료들을 필요하면 참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직접 중첩되지 않은 프로세스들 사이의 접근 권한도 프로세스 계층 트리를 이용하
여 판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Process4에서 Process3으로의 권한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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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42 , AC21 , AC13을 순차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만약 AC42
1 , 0 , 1. 1): AC21

A C43

=

(

=

(

0 , O. 1. 1. 1), AC13

=

(

=

(

0,

1. 1. 1. 1. 1) 이라면‘

0 x 0 x 1. 1 x 0 x 1 , 0 x 1 x 1 , 1 x 1 x 1. 1 x 1 x 1)

=

(

0 , 0 , 0 , 1 , 1)

이 되어 결국 Process4의 관리자는 Process3의 프로세스 인스턴스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

링할 수 있는 권한과 ， Process3의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는 순차적으로 권한을 확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기 때

문이다

만약 ， Processl 의 관리자가 Process2를 관리할 권한이 있고 ， Process2의 관리자

가 Process3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 Processl 의 관리자는 Process3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객체지향 워크플로우 모델링을 제안하였다

이는 분산 환경에서 여러 기업

이나 조직이 참여하는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실행시간에 일어나
는 프로세스 변화에 유연하게 대웅할 수 있는 프로세스 모델링 방법이다
객체지향 워크플로우 모댈은 중첩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여러 조직이 독립적으로 프로세스

를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분산 환경에서 여러 조직이 참여하는 유동적인 협엽
과정을 워크플로우로 설계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더욱 효과척이다

또， 펼요에 따라서는 독립

적인 엔진을 사용하여 다중서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행시간에 중

첩 관계에 있는 하위 프로세스를 독립적으로 생성， 수정， 교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적

프로세스를 지향하였다

프로세스 정의를 상속하여 여러 형태로 파생된 자식 프로세스를 생

성하는 반면에， 추상 프로세스를 통하여 통합하여 수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사용
성과 확장성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프로세스 모텔은 컴포넌트화 되어 조직별로 독립된 엔진

과 데이터베이스 서벼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스뱀의 부하를 분산시키고， 부서 간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 14

객체지향적 워크플로우 모델링

참고문헌

[CICH98J

A. Cichocki , A. Hela l. M. Rusinkiewicz , and D. Woelk , Workflow and
Process Automation: Concepts and Technology , Kluwer Academic
Publicalion , pp. 4-18 , 1998

[GOLD99]

S.

Goldmann

and

B.

Kotting ,

“ Software

Engineering

over

the

Internet ," IEEE Internet Computing , Vo l. 3 , Issue 4 , pp. 93-94 ,
1999
[HOLL95J

D. Hollingsworth , The Workflow Reference Mode l. The Workflow
Management Coalition Specification , WfM C-TC-I003 , Jan. 1995

[KIM2000]

Y. Kim , S.-H. Kang , D. Kim , J. Bae , and K. -J. Ju , “ WW- f1 ow: A
Web-based Work f1 ow Management System Supporting Run-time
Encapsulation ," IEEE Internet Computing , Vo l. 4 , Issue 3 , pp
55-64 , 2000.

[RUMB91]

J. Rumbaugh , M. Blaha , W. Premerlan i. F. Eddy , and W. Lorensen ,
Object-Oriented Modeling and Design , Prentice Hal l. 1991

[SMITH9 1] J. B. Smith and F. D. Smith ,

“

ABC: A Hypermedia System for

Artifact-Based Collaboration ," Proceedings of Hypertext '91 , ACM
Press , 1991
[WIN097]

T. Winograd and R. Flores , Understanding Computers and Cognition ,
Addison-Wesley , 1997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