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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워크플로우 모델링 도구인 ICN(Information Control Net) 모델을 이용

하여 워크플로우 역할 의존성 분석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즉, ICN 모델로 정의된 워크

플로우의 각 액티비티(activity)들 간에 존재하는 역할 의존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역

할 의존 넷(Role Dependency Net)을 정의하였고, ICN 모델로부터 역할 의존 넷을 생성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된 역할 기

반의 워크플로우 모델은 any-cast 워크플로우와, multi-cast 워크플로우 작업환경을 제

공함으로써 현재 대부분 조직에서의 작업 환경인 객체지향 작업 환경 및 분산 작업 환

경에서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 서론 

 

컴퓨터 기술과 전자통신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은 전자

적인 작업환경(Electronic Workplace)이라고 하는 새롭

고도 매우 효율적인 상호 작용 지원 수단 및 방법을 탄

생시켰다. 워크플로우 기술이란 바로 이러한 전자적 작

업환경과 단위업무의 변화에 대처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

직의 운영을 위한 기술이며, 컴퓨터 및 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학 분야나 언어학 분야, 경영학 분야 등의 

다각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만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매우 다중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1,3]  

워크플로우 기술은 워크플로우 모델 분야와 워크플로

우의 각 업무들을 실행하고 그들 간의 업무 흐름을 제어

하는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Workflow Management 

System) 분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특히 워크플로우 모

델 분야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워크플로우를 정의하고 

분석하여 작성되어진 모든 정보 - 액티비티(activity), 행

위자(actor), 역할(role), 데이터(data) –와 같은 객체와 

객체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

을 구현할 수 있다. 즉, 워크플로우 모델 부분이 워크플

로우  프로시저를 설계하는 단계와 워크플로우 관리 시

스템을 구현하는 단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워크플로우 모델은 조직내의 특

성과 발전된 기술들을 포함하여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

이 새로운 기술이나 조직내의 작업환경에 효과적으로 적

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대규모이며 복잡해진 조직의 업무 프로세서를 정의, 분

석하여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

로운 워크플로우 모델링 방법이 요구된다. 즉 이전의 액

티비티 기반의 워크플로우 모델링에서는 그림 1 의 (a)에

서와 같이 역할(role)에 대하여 단일 행위자(actor)만이 

적용되는 uni-cast 한 워크플로우 모델을 적용하여 조직

내의 워크플로우 프로시져를 정의하고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와 같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 하기 위한 워크플로우 시스템(그

림 1 (b) : any-cast)이나 다중의 행위자(actor)들이 공동

적으로 작업해야 하는 협업 작업과 같은 업무 프로세서

를 처리하기 위한 워크플로우 시스템(그림 1 (c) : multi-

cast)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링 방법이 요구

되고 있다. 

  [그림 1] 역할과 행위자간 관계에 따른 작업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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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액티비티를 기반으로 하는 워크플로우 모델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역할 기반의 워크플로우 모델을 제시하

였으며, ICN 모델을 이용하여 역할 기반 워크플로우 모델

을 분석하였다. 즉, 워크플로우 모델에서 액티비티들 간

의 실행 순서에 대한 역할 흐름을 분석하여 각 액티비티

들 간에 존재하는 역할 의존성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정

형적 메커니즘을 제안하였으며, 액티비티들 간의 역할 

의존성 관계를 정의하는 역할 의존 넷의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2 장에서는 역할 기반 워크플로우 모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3 장에서는 ICN 으로 작성된 워크플로우 모델

에서 역할 의존성 분석 방법  및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4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역할 기반 워크플로우 모델 개념 및 구조 

 

워크플로우 모델은 조직내의 워크플로우를 정의하는 

객체들과 그들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워크플로우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업무 프로시저를 설계, 정의

하고 개발자는 모델링으로부터 생성된 정보를 기본으로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와 같이 워크플

로우 관리 시스템의 구현에 많은 영향을 주는 워크플로

우 모델은 개발자의 프로그램 양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Flow Path workflow 

system”, ”Action workflow system”, ”View Start 

workflow system” 과  같은 워크플로우 시스템이 구현

되어 있지만, 현재와 같은 작업 환경을 지원하고 조직의 

특징을 표현 하기에는 그 자체로는 적당치 않다[5]. 

역할 기반 워크플로우 모델은 그림 2 에서 보는 것과 

같이 3 가지 모델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3 가지 

모델은 프로시저에 포함 되어있는 데이터와 제어의 흐름

을 조절하기 위한 전이 상태를 다루는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형성 된다.  

 

Extended Information
Control Net

Procedure
Driven Model

Dependency Driven Model
Condition
Driven Model

Role Based

Model

Activity
Dependent

Net Role
Dependent

Net

Data
Dependent

Net

Transition
Conditions

Role Flow
Activity Flow
Data Flow

 
 

[그림 2] 역할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 

 

프로시저 운용 모델(Procedure Driven Model: PDM)

은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의 모델링 부분에 의하여 조

절 되어지며 ICN 모델에 의하여 표현된다. 의존 운용 모

델(Dependency Driven Model: DDM)은 추상화 되어진 

워크플로우 모델을 나타낸다. DDM 은 PDM 으로부터 상

태 운용 모델(Condition Driven Model: CDM)을 생성하

기 위한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DDM 이라고 불리

어지는 역할 기반 워크플로우 모델의 추상화 단계는 

PDM 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발생되어질 수 있다. 결국 역

할 기반 워크플로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상의 선행 데

이터의 집합으로 표현되어진다. 워크플로우 프로시저를 

구성하는 액터 의존 넷, 역할 의존 넷, 액티비티 의존 넷, 

그리고 데이터 의존 넷은 각각의 액터, 역할, 액티비티, 

그리고 데이터들 사이의 의존성 분석에 의하여 ICN 모

델로부터 생성되어진다. 역할 선행 정보는 활성 역할 구

성 요소들 사이의 제어의 흐름을 의미한다. 액티비티 선

행 정보는 워크플로우 프로시저에서 액티비티들 사이의 

실행 흐름을 나타낸다. 데이터 입/출력 정보는 액티비티

들의 작업들을 실행하고 생성하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입/출력 저장소들을 의미한다. 선행 정보는 DDM 으로부

터 자동적으로 발생되어질 것이며, 상태 운용 모델

(Condition Driven Model: CDM)로 불리어지는 워크플로

우 구조의 활성 구성 요소들은 전이 조절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이 제어 운용 모델(Transition 

Control Driven Model)은 프로시저에서의 역할 흐름, 데

이터 흐름, 액티비티 흐름을 얻어내기 위한 형태를 제공

한다. 

[그림 3] 전형적인 워크플로우 모델의 예  

그림 3 은 주문처리에 대한 업무절차를 나타내는 워크

플로우 모델이며 하나의 엔드 노드(end-node), 다섯개의 

액티비티(a1 ~ a5), 두개의 저장소(r1 과 r2), 하나의 OR 

분기와 OR 결합, 열개의 액터(actor), 그리고 다섯개의 

역할로 구분된다. 또한 직선 형태로 된 실선은 제어의 

흐름을 나타내고 곡선 형태의 실선은 정보의 흐름을 나

타낸다. 그림 3 에서 a2, a3, 그리고 a5 는 소수의 액터에 

의하여 수행 되어지며 a4 는 동시에 3 개의 액터(h6, 

h7,h8)가 관여한다[5]. 과거의 전통적인 워크플로우 시스

템은 이러한 다수의 액터가 관여하는 경우 기술적 측면

이나 구조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다. 이

러한 경향은 거대하고 복잡하게 변화 되어가는 최근의 

작업 환경에서 서로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고, 액터의 개입을 최소화 하여 유연성 있어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었

다.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역할 기반 워

크플로우 모델을 제안하게 되었다. 즉 역할 기반 워크플

로우 모델은 다수의 액터를 역할의 관점에서 재정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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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역할 기반 모델의 기본적 구상 

 

[그림 4]에서의 왼쪽 그림은 4 개의 역할과 6 개의 액

티비티들로 구성되어진 업무절차를 ICN 모델을 이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오른쪽 그림은 ICN 모델에 의하여 작성

된 역할 기반 모델의 모양이다. 양쪽의 그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워크플로우가 실행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어

떻게 기술하는 부분이다. 즉, 왼쪽의 그림은 각각의 액티

비티에 역할이 할당되어 있으나, 오른쪽 그림에서는 역

할에 액티비티의 집합이 정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워

크플로우 모델은 사용자와 개발자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그림 4 의 왼쪽 그림은 사용자에게 충분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발자들에게는 적당치 않다. 예

를들어 그림 4 의 내용을 객체지향 기법을 사용하여 워

크플로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그림 4 의 왼쪽 그림

에서 액티비티는 워크플로우 엔진의 컴퍼넌트로 표현될 

수 있으나 역할에 대한 정보는 수동적 정보로서 필요시

에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엔진에서 이

용한다. 이러한 구조는 현재와  같은  작업환경 - 협업 

시스템, 협동 그룹웨어 등 –에는 적당치 못하다. 그러나 

우측의 그림은 액티비티와 역할이 합쳐져 하나의 요소로

서 엔진의 컴퍼넌트로 구성될 수 있고 워크플로우 엔진

에서는 커플링 메커니즘을 통하여 협업 시스템 등과  같

은 현재와  같은 작업환경과 사용자의 요구에 제공될 수 

있다. 워크플로우 모델링 관점에서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

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기본의 ICN 모델로부터 역할 기

반 모델을 생성하는 것과 둘째, 워크플로우 프로시져를 

새로운 방법으로 모델링 하는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전

자의 방법을 택하여 모델링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5] 역할 기반 모델의 상호 연관 표현도 

그림 5 에서는 역할 기반 모델에서의 워크플로우 요소

들 사이의 관계들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전의 워크플로

우 모델 정의와는 다르게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하

였다. 기존의 워크플로우 모델은 역할들이 액티비티들에 

의하여 정해진 반면에 역할 기반 모델에서는 액티비티들

이 역할에 의해 결정 되어진다. 역할들은 그들의 선행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액티비티들도 그들

의 선행 정보를 가지고 있다. 활성 역할 구성 요소와 활

성 액티비티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워크플로우 엔진은 

이러한 선행 정보들을 바탕으로 워크플로우 프로시저의 

실행을 제어할 수 있다. 특히 역할 활성 구성 요소들은 

실제 역할과 교신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

여 협력 작용 환경을 제공해야만 한다 [5].  

 

3. 역할 의존성 분석 메커니즘 

 

3.1 ICN(Information Control Net) 모델  

 

기본 ICN 은 4 개의 구성 요소인 프로시저, 액티비티, 

선후관계와 자료 저장소들로 구성되어있다. ICN 은 큰 

원으로 표현되는 일련의 액티비티와 그에 따른 역할을 

포함하고 있으며, 작고 빈 원으로 표현되는 OR 노드, 작

고 채워진 원으로 표현되는 AND 노드, 정사각형 모양으

로 표현되는 저장소 노드, 그리고 이러한 노드들을 연결

하는 선으로 구성되어있다. 선은 실선과 점선으로 표현

되는데 이들은 각각 노드들 간의 선후관계 및 자료 저장

소와의 입�출력을 표현한다. 또한 ICN 은 OR 노드를 통

하여 기존의 모델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선택분기를 지

원하며 노드 프로시저를 통해서 알맞은 노드로 분기할 

수 있도록 하여 액티비티의 비결정성을 해결할 수 있도

록 하였다 [1]. 

ICN 에서 A 를 일련의 액티비티들의 집합이라 하고, R

을 일련의 자료 저장소의 집합이라 할 때 수식적인 표현

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Γ = (δ, γ, I, O) 

 

A: 액티비티들의 집합 

R: 저장소들의 집합 

 

δ : 액티비티 간의 선행관계 

γ : 액티비티에서 필요한 입출력 자료 저장소 

I : 초기 입력 자료 저장소의 집합 

O : 마지막 출력 자료 저장소의 집합 

 

[표 1] ICN 모델의 정형적 정의 

 

� I 는 초기에 입력되는 자료 저장소의 유한집합이며 

ICN 의 실행 전에 어떠한 외부의 프로세스에 의하여 로

드(load) 되어져야 한다고 가정한다. 

� O 는 마지막으로 출력되는 자료 저장소들의 유한 집합

이며 ICN 의 실행 후에 어떠한 외부의 프로세스에 의해

서 이용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 δ = δ i ∪ δo 
δi : A → ℘(A)는 하나의 액티비티를 선행하는 액티비티들

의 집합에 연결하는 관계를 나타내며, δo : A → ℘(A)는 하

나의 액티비티를 후행하는 액티비티들의 집합에 연결하

α1

α6

α2

α5

α3

α4

Role 1

Role 2 Role 3

Role 4

α1

α6

α5

α3α2

α4

 

 performed_byAssociated_with

Used_in

has_precedence

is_a is_a

 member_of

ROLEActivityInvoked Application

Repository

Group

Actor

Organization

Input Output

 Involved_in

Computer

Program

Human

Activity

is_a is_a

Part_of
has_precedence



는 관계를 나타낸다.  

� γ = γi ∪ γo 
γi : A → ℘(R)은 하나의 액티비티를 선행하는 액티비티 

집합들을 입력 자료 저장소들의 집합과 연결하는 관계를 

나타내며, γo : A → ℘(R)은 하나의 액티비티를 후속하는 

액티비티 집합들을 출력 자료 저장소들의 집합과 연결하

는 것을 나타낸다.  

위의 ICN 모델 정의를 바탕으로 [그림 3]의 공식화된 

표현의 예를 들어 보면 [표 2]와 같다. 

A = {a1, a2, a3, a4, a5, a6, a7} 

R = {r1, r2} 

I = {} 

O = {} 

 

δi(a1)=((λ)), δo(a1)=((a6)); γi(a1)=(λ), γo(a1)=(r1) 

δi(a2)=(a6), δo(a2)=((a7)); γi(a2)=(r1), γo(a2)=(r2) 

δi(a3)=(a6), δo(a3)=((a4)); γi(a3)=(r1), γo(a3)=(λ) 

δi(a4)=(a3), δo(a4)=((a7)); γi(a4)=(r1), γo(a4)=(λ) 

δi(a5)=(a7), δo(a4)=(λ); γi(a5)=(r1, r2), γo(a5)=(λ) 

δi(a6)=(a1), δo(a6)=((a2), (a3)); γi(a6)=(λ), γo(a6)=(λ) 

δi(a7)=( ∅, a4), δo(a7)=((a5)); γi(a7)=(r2), γo(a7)=(λ) 

[표 2] 주문처리 워크플로우 모델의 공식화된 표현 

3.2 역할 의존성 분석 

 

 

 

 

 

 

 

 

 

 

 

 

 

 

 

 

 

 

 

 

 

 

 

 

 

 

 

 

 

 

 

 

 

 [그림 6] 워크플로우 모델에서의 확장되어진 ICN 

 

 

그림 6 에서는 확장되어진 ICN 모델을 이용한 워크플

로우 모델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며, ICN 모델의 공식

화되어진 표현은 아래와 같다. 

 

 

 

 

 

 

 

 

 

 

 

 

 

 

 

 

 

 

 

 

 

 

 

 

 

 

 

 

 

 

 

 

 

 

 

 

 

 

 

 

 

 

[표 3] 고용 워크플로우 모델의 공식화된 표현 

 

역할 의존 넷(Role Dependent Net)은 프로시저에 존

재하는 역할들 사이의 변화 순서들을 나타내며, 프로시

저 드라이븐 모델(Procedure Driven Model)에서 제어 

흐름 부분인 δ와 역할 지정 부분인 ε의 집합들로 구성되

어 있다. 역할 의존 넷은 결국 워크플로우 프로시저의 

역할 변화 제어들을 생성한다.  

 역할 의존 넷은 일반적으로 Λ=(σ, ψ, S, E)로서 정의되

며, 역할들의 집합인 P 와 액티비티들의 집합인 A 를 바

탕으로 구성된다. P 는 η로 표현되어진 역할들을 가지고 

 

α1 

α2 

α3 

α15 

α4 

α5 

α6 

α7 

α8 

αI 

α16 

α9 α10 α11 α12 

α17 

α13 

α14 

αF 

αF 

Initiate 

Apply Activity 

New Applicant Info 

Decision Activity 
Rejecting Activity 

Database Update Activity 

Hiring Activity 

Education Checking Activity 

Final 

Review Results Activity 

Database Update Activity 

Final 

Employment 

Checking Activity 

Security Checking 

Activity 

Medical Screening 

Activity 

Request 

Compensatio

n Activity 

Offer 

Letter 

Activity 

P1:Applicant Info 

P2:Decision Result 

P3:Checking Results 

P4:Review Results 

Γ= (δ, γ, ε, π, κ, I, O) over A, R, P, C, T   //Extended ICN 

A= {α1, α2, α3, α4, α5, α6, α7, α8, α9, α10, α11, α12, α13, α14, α15, α16, α17, αI, αF} ,//Activities 

R= {p1, p2, p3, p4}   // Repositories 

P= {η1, η2, η3, η4, η5, η6, η7}   // Roles 

C= {o1, o2, o3, o4, o5, o6, o7, o8, o9}; where {o7, o8} = group-actor // Actors 

T= {default, or1(hire=‘Yes’), or1(hire=‘No’), and1(default)} // Control-transition conditions 

I = {Ø} 

O = {Ø} 
εp(α1)={η1}; 

εp(α2)={η2}; 

εp(α3)={η3}; 

εp(α4)={η2}; 

εp(α5)={η9}; 

εp(α6)={η2}; 

εp(α7)={η2}; 

εp(α8)={η2}; 

εp(α9)={η4}; 

εp(α10)={η4}; 

εp(α11)={η5}; 

εp(α12)={η6}; 

εp(α13)={η2}; 

εp(α14)={η7}; 

εp(α15)={η7}; 

εp(α16)={η7}; 

εp(α17)={η7}; 

γ1(α1)= {Ø}, γo(α1)= {p1}; 

γγ1(α4)= {p1}, γo(α4)= {Ø}; 

γ1(α5)= {p1}, γo(α5)= {Ø}; 

γ1(α6)= {p1}, γo(α6)= {p1}; 

γ1(α-)= {p1}, γo(α7)= {p1}; 

γ1(α8)= {p1}, γo(α8)= {p1}; 

γ1(α9)= {p1}, γo(α9)= {p3}; 

γ1(α10)= {p1}, γo(α10)= {p3}; 

γ1(α11)= {p1}, γo(α11)= {p3}; 

γ1(α12)= {p1}, γo(α12)= {p3}; 

γ1(α13)= {p3}, γo(α13)= {p4}; 

γ1(α14)= {p4}, γo(α14)= {Ø}; 

γ1(α15)= {p2}, γo(α15)= {Ø}; 

γ1(α16)= {Ø}, γo(α16)= {Ø}; 

γ1(α-)= {Ø}, γo(α17)= {Ø}; 

1(α2)= {p1}, γo(α2)= {Ø}; 

γ1(α3)= {p1}, γo(α3)= {p2}; 

δi(α1)={(α1)}, δo(α1)={(α2)}; 

δi(α2)={(α1)}, δo(α2)={(α3)}; 

δi(α3)={(α2)}, δo(α3)={(α15)}; 

δi(α4)={(α15)}, δo(α4)={(α5)}; 

δi(α5)={(α4)}, δo(α5)={(αF)}; 

δi(α6)={(α15)}, δo(α6)={(α7)}; 

δi(α7)={(α6)}, δo(α7)={(α8)}; 

δi(α8)={(α7)}, δo(α8)={(α16)}; 

δi(α9)={(α16)}, δo(α9)={(α17)}; 

δi(α10)={(α16)}, δo(α10)={(α17)}; 

δi(α11)={(α16)}, δo(α11)={(α17)}; 

δi(α12)={(α16)}, δo(α12)={(α17)}; 

δi(α13)={(α17)}, δo(α13)={(α14)}; 

δi(α14)={(α13)}, δo(α14)={(αF)}; 

δi(α15)={(α3)}, δo(α15)={(α4),(α6)}; 

δi(α16)={(α8)}, δo(α16)={(α9,α10,α11,α12)}; 

δi(α17)={(α9,α10,α11,α12)}, δo(α17)={(α13)}; 

 

κI(α1)={d}, κo(α1)={d}; 

κI(α2)={d}, κo(α2)={d}; 

κI(α3)={d}, κo(α3)={d}; 

κI(α4)={or1(hire=‘No’)}, κo(α4)={d}; 

κI(α5)={d}, κo(α5)={d}; 

κI(α6)={or1(hire=‘No’)}, κo(α6)={d}; 

κI(α7)={d}, κo(α7)={d}; 

κI(α8)={d}, κo(α8)={d}; 

κI(α9)={π1}, κo(α9)={and1(d)}; 

κI(α10)={π2}, κo(α10)={and1(d)}; 

κI(α11)={π3}, κo(α11)={and1(d)}; 

κI(α12)={π4}, κo(α12)={and1(d)}; 

κI(α13)={d}, κo(α13)={d}; 

πc(η1)={o1}; 

πc(η1)={o2, o3,o4}; 

πc(η3)={o5}; 

πc(η4)={o6}; 

πc(η5)={o7}; 

πc(η6)={o8}; 

πc(η7)={o9}; 



있으며  A 는 α로 표현되어진 액티비티들을 가지고 있다. 

• σ = σI ∪ σo 

σo: P → ℘(P)는 자신을 포함한 후행 집합에서 역할의 

단일 값을 갖는 함수이며, 액티비티들을 수행하고 있는 

후속 작업을 의미한다. σI: P → ℘(P)는 선행 집합에서 

역할의 단일 값을 갖는 함수이며, 이전의 역할 또는 

현재의 역할이 액티비티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ψ = ψi ∪ ψo 

   ψi 는 역할 의존 넷 구조상에서의 선행 역할과 관련 

되어지는 전체 액티비티에 포함되는 α의 집합을 

의미한다. ψo 는 역할 의존 넷 구조상에서의 후행 역할과 

관련 되어지는 전체 액티비티에 포함되는 α의 집합을 

의미한다. 

• S 는 어떤 외부의 프로시저에 의하여 로드(load) 되어질 

것이라고 가정한 최초 액티비티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 E 는 어떤 외부의 프로시저에 포함되어진 액티비티들 중 

마지막 액티비티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이러한 역할 의존 넷의 공식화된 표현은 아래와 같다.   

Λ = (σ, ψ, S, E) over A, P       // Role Dependent Net 

Α = { α1, α2, α3, α4, α5, α6, α7, α8, α9, α10, α11, α12, α13, α14, α15, 

α16, α17, αI, αF }  // Activities 

P = { η1, η2, η3, η4, η5, η6, η7, ηI, ηF }   // Roles 

S = { ∅ };  E = { ∅ } 

σi(ηI)={∅},σo(ηI)={η1}; 

σi(η1)={ηI}, σo(η1)={η2}; 

σi(η2)={η1}, σo(η2)={ η2, 

η3, η7 }; 

σi(η3)={η2}, σo(η3 )={η7}; 

σi(η4)={η7}, σo(η4)={η7}; 

σi(η5)={η7}, σo(η5)={η7}; 

σi(η6)={η7}, σo(η6)={η7}; 

σi(η7)={η2, η3, η4, η5, η6},  

σo(η7)={η2, η4, η5, η6, ηF}; 

 

σi(ηF)={η7}, σo(ηF)={ ∅ }; 

ψi(ηI)={ ∅ }, ψo(ηI)={ α1}; 

ψi(η1)={ α1}, ψo(η1)={ α2}; 

ψi(η2)={ α2, α4, α6, α7, α8, α13 }, 

ψo(η2)={ α3, α5, α7, α8, α14, α16 }; 

ψi(η3)={ α3}, ψo(η3)={ α15}; 

ψi(η4)={ α9, α10},ψo(η4)={ α17}; 

ψi(η5)={ α11},ψo(η5)={ α17}; 

ψi(η6)={ α12},ψo(η6)={ α17}; 

ψi(η7)={ α5, α14, α15, α16, α17},  

ψo(η7)={ α4, α6, α9, α10, α11, α12, 

α13, αF }; 

ψi(ηF)={ αF}, ψo(ηF)={ ∅ }; 

 

[표 4] 역할 의존 넷의 공식 

 

위의 확장되어진 ICN 모델의 공식에 의하여 역할 의

존넷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 7] 역할 의존 넷(Role Dependency Net ) 

 

[그림 7] 은 역할 의존 넷의 공식화되어진 표현에 의
해 구성된 역할 의존 넷을 도식화한 것이다. 왼쪽 그림
은 역할 의존 넷의 도식화된 표현이며, 역할들 사이의 
제어 변화들 뿐만 아니라 역할을 수행하는 액티비티들의 
실행 흐름도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 그림은 단지 역할 
사이의 의존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역할 의존 넷을 도식
화 하였다. 단일 화살표는 직접적인 의존 관계를 나타내
며, 이중 화살표는 두 역할들 사이의 다양한 의존 관계
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구성되어진 역할 의존 넷을 이용

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4. 결론 및 향후 발전 방향 

 

본 논문에서는 협력 시스템들을 위한 역할 기반의 모
델 개념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ICN 모델링 기법을 이용
하여 표현된 워크플로우 모델로부터 역할 의존성을 분석
하여 역할 의존 넷을 작성하였으며, 그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이와 같이 역할 의존성을 분석하여 작성된 워크
플로우 모델은 오늘날과  같은 협력 시스템 환경하의 워
크플로우 관리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응용프로그램의 작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제시된 역할
의존성 분석을 통하여 모델링 및 시물레이션 기능을 제
공하기 위한 역할 기반 모델링을 수행하는 모델링 툴을 

개발하여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역할 기
반 워크플로우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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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 A procedure driven model; 

OUTPUT : A role-dependent net; 

BEGIN 

FOR all x ∈ A in an extended ICN 

// Get a role flow subnet. 

ADD  εp(x)  TO  σi(εp(δo(x)));  

ADD  εp(δo(x))  TO  σo(εp(x)); 

// Get an activity on the arc between two roles.  

ADD  x  TO  ψi(εp(δo(x)));    

ADD  x  TO  ψo(εp(x)); 

ROF;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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