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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 에이전트 기반 워크플로우 시스템에서 워크플로우는 프록시 에이전트라는 이동 에이전트에 의

해 수행되며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각 작업들은 서브 에이전트라는 여러 이동 에이전트들에게 위

임된다. 워크플로우의 수행을 위해서는 프록시 에이전트와 서브 에이전트간 상호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에이전트간 통신 기반구조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에이전트간 통신 방법으로서 동기

적 통신과 비동기적 통신을 위한 기반구조를 설계한다. 

 

1. 서론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처리해야 할 업무가 다

양, 복잡해지며 업무 내용에 잦은 변화가 생기게 되어 업무

처리의 자동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워크플로우 시스템이

란 이러한 기업내의 다양한 업무 흐름을 정의하고 자동화하

는 시스템이다. 오늘날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워크플로우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사용자 위주의 편리

성을 제공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동 에이전트란 네트워크 상에서 호스트 사이를 옮겨 

다니며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한다

[1][2]. 이동 에이전트의 가장 큰 장점인 이동성 때문에 에

이전트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사용자와 지속적인 연결이 

필요 없게 되므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빈번한 정보 교환

으로 인한 트래픽을 감소시킬 수 있고, 여러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한 호스트에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서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한 네트

워크 환경에서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불안

정한 네트워크로 인한 작업처리 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동 에이전트 개념을 워크플로우 시스템에 적용함으로

써 워크플로우 엔진의 부하를 관찰하여 작업부하분산을 구

현하여 엔진의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동시 수행

이 가능한 작업의 경우는 여러 에이전트들에게 동시에 수행

하도록 함으로써 작업 처리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에이전

트 기반의 워크플로우 시스템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의 고장이 시스템 전체의 고장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3][4].   

이동 에이전트를 적용하여 분산 워크플로우 시스템을 구

현함에 있어서 단계별로 워크플로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

격 호스트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원격 호스트들을 

옮겨 다니며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같은 호스트에 있거나 

다른 호스트에  흩어져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들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존의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비동기 통신을 제공한다. 단

순한 상태 보고나 간단한 에러 발생을 알리는 경우에는 비

동기 통신만으로 충분하나 비동기 통신 한가지만을 분산 워

크플로우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전송도중 

메시지 분실 위험뿐만 아니라, 이동 에이전트간에 협력하여 

작업을 처리하는 경우, 특정 에이전트에게 정보를 요청하거

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에이전트와 지속적인 메시지 

교환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때 비동기 통신으

로 통신을 한다면 신속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없고, 에이전

트가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호스트들을 이동하

기 때문에 메시지가 원격 호스트에 도착하기 전에 상대 에

이전트가 이동 한다면 이동한 위치를 찾아서 다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이중의 작업을 해야 한다[5]. 만약 이런 상황이 계

속 발생한다면 메시지를 제때에 전달하지 못하고 에이전트

가 이동한 위치를 찾아 다니기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비동기 통신만을 지원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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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효율적이고, 특히 워크플로우를 위한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에이전트의 기능을 충실히 제공할 수 없다. 따

라서 비동기 통신뿐만 아니라 동기 통신도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한 워크플로우 시

스템에서 에이전트간 통신 방법으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동

기 통신과 비동기 통신을 위한 기반구조를 설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관련연구로서 

이동 에이전트 기반 워크플로우 시스템 구조와 수행구조, 

기존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의 통신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3

장에서는 워크플로우 시스템에서 이동 에이전트간 통신이 

필요한 경우를 기술함으로써, 비동기 통신외에 동기통신의 

필요성을 보인다. 4 장에서는 이러한 동기,비동기 통신을 위

한 통신기반 시스템을 설계한다. 5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앞

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해 설명한다. 

 

2. 관련 연구 

2.1 이동 에이전트 기반 워크플로우 시스템의 구조 및 수행 

구조 

이동 에이전트 기반 워크플로우 시스템 구조는 그림 1 과 

같이 워크플로우 조정자(Workflow Coordinator), 워크플로우 

엔진(Workflow Engine), 워크플로우 클라이언트(Task 

Performer)의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다[4]. 각각의 요소들

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워크플로우 조정자 

- 사용자들에게 웹 서버로서 동작하면서 웹 환경의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용자들의 프로세스 생성

이나 프로세스 모니터링에 관한 요청을 받아서 처리한

다. 

- 웹 서버를 통해 받은 워크플로우 클라이언트들로부터의 

프로세스 생성 요청에 따라 요청된 프로세스의 수행을 

위해 프록시 에이전트를 생성하여 등록 후, 특정한 워

크플로우 엔진으로 보낸다. 

- 웹 서버를 통해 받은 워크플로우 클라이언트들로부터의 

모니터링 요청에 따라 프로세스 수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결과를 보여 준다. 

- 워크플로우 감독자에게 수행중인 프록시 에이전트에 대

한 통제를 통해 수행중인 프로세스를 제어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워크플로우 엔진 

- 다수의 워크플로우 엔진들의 집합으로, 워크플로우 협

동자에 의해 조정되는 분산 워크플로우 엔진을 구성한

다. 

- 하나의 워크플로우 엔진은 프록시 에이전트를 통해 동

시에 여러 프로세스 인스턴스들을 수행 관리한다. 

- 각각의 프록시 에이전트들은 각자 하나의 프로세스 인

스턴스에 대해 그 수행을 관리한다. 

- 프록시 에이전트가 서브 에이전트(sub agent)를 생성하고, 

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워크플로우 클라이언트 

- 작업수행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와 인터페이

스를 제공한다. 

- 작업처리 에이전트가 상주해 있으면서 프록시 에이전트

가 보낸 서브 에이전트와  작업 수행자간의 상호작용을 

담당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본 구조하에서 실제 워크플로우 프로세스 수행구조는 다

음과 같다. 워크플로우 조정자가 워크플로우 엔진들의 부하

를 관찰⋅관리하게 된다. 여러 개의 워크플로우 조정자가 필

요한 이유는, 한 워크플로우 조정자의 고장으로 시스템 전

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줄이고, 상호 예비저장을 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사용자로부터 요구

Task perfor 1
(agent server)

Task perfor 2
(agent server)

Workflow Client
(web browser or/and server)

back
up
DB

back
up
DB

Workflow engine 1

(agent server)

Workflow engine 2

(agent server)

Workflow engine 3

(agent server)

Naming
registry

organization/
role model

process
repository

Intranet Environment

proXy agent, WF engine

management layer

(layer 1 )

sub agent, task

management layer

(layer 2 )

task execution layer

(layer 3)
user

proxy agent

sub agent

worklist

handler agent

move

move

back
up
DB

back
up
DB

1:     그그 그그그그 그그 그그그그그 그그그 그그

Workflow Coordinator A
(httpd and agent server)

Workflow Coordinator B
(httpd and agent server)

back
up
DB



 

 

2000 년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제 7 권 제 1 호 

 3 

가 들어오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작업에 대한 워크플로우 템

플릿을 읽어 필요한 정보와 함께 인스턴스인 프록시 에이전

트가 생성되며, 인스턴스의 수행은 작업 부하가 적은 워크

플로우 엔진에 의해 수행된다. 프록시 에이전트는 워크플로

우 엔진의 도움을 받아 워크플로우를 수행하는데, 실제 작

업의 수행은 서브 에이전트가 생성되어 작업 수행자에 존재

하는 작업처리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요청함으로써 수행된다. 

작업처리 에이전트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에이전트의 작업

요청을 받아 응용 프로그램을 호출하거나 사람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브 에이전트의 작업이 끝나면 

프록시 에이전트에 의해 또 다른 서브 에이전트가 생성되어 

작업이 수행되며, 한 워크플로우가 완료되면 결과는 워크플

로우 협동자에 저장되고 사용자에게 통보된다. 

 

2.2 기존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의 통신방법 

기존의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인 TACOMA, ARA, Mole 등

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간 통신 방법은 다음과 같다. 

 

•Ara 

에이전트들간의 통신은 같은 호스트내의 service point 라

고 불리는 특정 장소에서만 이루어지고, n:1 의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메시지가 전송된다. 에이전트들이 동시에 서

버에 요청을 하면 서버는 에이전트들에게 메시지들을 보내

어 응답을 한다. 서버는 메시지에 에이전트의 이름을 넣어

서 보낸다. 즉 클라이언트 서버방식의 비동기 통신이 이루

어진다. 원격 호스트에 흩어져 있을때도 통신을 지원하는데 

이 경우도 간단한 비동기 메시지 전송이 이루어진다[6].      

 

•Concordia 

이벤트 방식의 비동기 통신과 여러 에이전트들이 협력

(collaboration)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위해 동기 통신

을 제공한다. 이벤트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적 이

벤트(Selected Event)와 그룹 이벤트(Group-Oriented Event)방식

이 있다. 선택적 이벤트는 각 에이전트가 받기를 원하는 이

벤트 타입과 에이전트 객체가 위치한 곳에 대한 레퍼런스를 

이벤트 매니저에게 등록하면 이벤트 발생시 이벤트 매니저

는 등록 테이블을 참조하여 이벤트의 타입을 비교한 후 해

당 에이전트에게 전달해준다. 그룹 지향 이벤트는 그룹에 

속한 모든 에이전트들에게 이벤트를 전달한다. 그리고 하나

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에이전트가 협력하여 수행하

는 경우 그룹 지향 이벤트 방식도 사용하지만 동기 통신도 

사용한다. 동기 통신을 하기 위해서 같은 그룹의 에이전트

들은 동일한 호스트내의 특정 장소에 모여야 한다[7]. 

 

•TACOMA 

에이전트가 서비스 에이전트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meet 이라는 프리미티브를 사용하여 통신을 시작한다. 서비

스 에이전트는 meet 에 의해 활성화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

리며 통신 방식은 비동기 통신을 지원한다 [8]. 

 

•Mole 

Java 에서 제공하는 RMI 를 이용하여 전역적(global)으로 

메시지를 교환하는 비동기 통신을 지원한다. 통신 상대인 

서비스 에이전트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이

름과 그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대응시

킨 리스트로 이루어진 주소 테이블을 관리하면서 이 테이블

을 이용하여 통신을 하려는 서비스 에이전트 위치를 찾아내

는 지역적인 서비스 탐색(local service lookup) 메커니즘을 이

용한다[9]. 

 

•ffMAIN 

HTTP 를 통하여 통신을 한다. 유일(unique)한 URL 은 각

각 데이터 아이템을 나타내고 이곳에 데이터들이 저장되며 

저장된 데이터들을 읽을 수 있다. HTTP 를 이용하여 통신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비동기 통신을 제공한다[10][11].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Concordia 는 두 가지 통신방

식을 모두 지원하지만 그 외의 Ara, TACOMA, Mole, 그리고 

ffMAIN 등 대부분의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이 비동기 통신

만을 제공한다. 비동기 통신에 더 중점을 두는 이유는 에이

전트의 이동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동 에이전트 시스템이 워크플로우 시스템에 사용되기에는 

워크플로우를 위한 이동 에이전트의 기능 지원에 한계를 가

진다. 본 논문에서는 비동기 통신뿐만 아니라 같은 호스트

에서 또는 원격 호스트에 있는 에이전트들간에 동기 통신을 

제공한다. 

 

3. 워크플로우 수행을 위한 이동 에이전트간의 통신 

 

2 장에서 제시한 이동 에이전트 기반 워크플로우 시스템

에서 프록시 에이전트와 서브 에이전트, 서브 에이전트와 

작업수행 에이전트(Worklist Handler Agent), 그리고 서브 에이

전트간 통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본다. 

 

3.1 프록시 에이전트와 서브 에이전트간 통신 

프록시 에이전트와 서브 에이전트간에 통신이 필요한 경

우는 다음과 같다. 

 

⋅ 오류 발생시 

⋅ 상태 관리시 

⋅ 수행결과 통보시 

 

프록시 에이전트에게 주어진 하나의 작업에 대해 하나의 

서브 에이전트만 생성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단위작업으로 세분하여 여러 에이전트를 생성하여 각 서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경우도 있다. 서브 에이전트들은 주

어진 임무를 수행하기위해 여러 호스트들에서 서비스를 제

공하는 플레이스들을 옮겨 다니며 작업을 수행한다.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브 에이전트에게 오류가 발생한 경우 

간단한 오류이면 프록시 에이전트에게 오류 메시지만 보내

고 작업을 계속한다. 그러나 작업을 계속 수행하지 못할 정

도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서브 에이전트는 프록시 

에이전트에게 오류 메시지를 보내고 작업 수행을 중단한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의 디버깅을 위해서 프록시 에이전트내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루틴을 

넣어놓을 수도 있다.  

서브 에이전트가 작업을 끝낸 후 작업이 완료 되었음을 

프록시 에이전트에게 알리고 홈 호스트로 되돌아가야 할 경

우 홈 호스트에 문제가 생겨 서브 에이전트의 복귀가 어려

운 경우가 있다. 이때 프록시 에이전트는 서브 에이전트에

게 호스트에 발생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프록시 에이전트는 자신이 생성한 서브 에이전트의 상태

를 관리한다. 서브 에이전트에게 상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하

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중간 상태를 보고하도록 메시지

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서브 에이전트가 자신에게 주어진 

작업의 수행을 끝낸 경우 프록시 에이전트에게 작업 수행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3.2 서브 에이전트와 작업 수행 에이전트간의 통신 

서브 에이전트와 작업 수행 에이전트간 통신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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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수행 요청시 

⋅ 수행결과 전달시 

 

서브 에이전트는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작업을 처리하는 작업 수행자에 존재하는 작업처리 에이전

트에게 작업 수행을 요청한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의 수

행이 끝나고 난 후 작업처리 에이전트는 서브 에이전트에게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3.3 서브 에이전트간 통신 

 

  서브 에이전트간에 통신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오류 발생시 

⋅ 수행결과 통보시 

 

서로 협력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모든 서브 에이전

트의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특정 장소에 모여서 각자 수행

한 작업의 결과를 모아 전체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서브 에이전트에게 오류가 발생하여 더 이상 작업 수

행이 불가능할 때 그룹전체 또는 특정 에이전트에게 오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특정 에이전트의 작업 수행 결과에 따라 또는 중간 결과

에 따라 다음에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일이 결정되는 경우 작

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특정 에이전트의 작업이 완료될 때까

지 기다렸다가 수행 결과를 통보 받아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통신이 필요한 경우 중 동기 통신을 사용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서브 에이전트가 작업 수행 중 오류가 발생했을 때 프록

시 에이전트에게 오류 발생 원인과 오류 상태에 대한 상세

한 기록을  보고하는 경우 

⋅ 프록시 에이전트가 서브 에이전트의 작업수행 시작 시점

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처리 내역에 대한 기록을 보고 받는 

경우 

⋅ 같은 그룹의 서브 에이전트들이 세부 작업을 완료한 후 

특정 장소에 모여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통신하여 결과를 얻고 이 결과를 프록시 에이전트에게 

보고하는 경우 

⋅ 서브 에이전트가 단계별로 자신의 작업을 처리하는 과정

에서 작업처리 에이전트에게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필요가 있다[10]. 이때 작업처리 

에이전트에게 응용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조건 리스트와 

예상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는 경우 

⋅ 서브 에이전트들이 협력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일정 시점에서 특정 서브 에이전트의 작업 수행 결과에 따

라 다음에 처리해야 할 일의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아야 할 경우 

워크플로우 응용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경우들 외에도 동

기 통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동기 통

신만을 지원하는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을 워크플로우에 적

용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워크플로우를 위한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의 통신 기반구조는 동기, 비동기 통신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4. 동기 및 비동기 통신 기반구조의 설계 

 

통신 기반 구조는 그림 2 와 같다. 에이전트는 이벤트 핸

들러에게 자신이 받고자 하는 이벤트 타입을 등록하고 이벤

트가 발생하면 이벤트 핸들러는 이벤트 테이블을 참조하여 

에이전트에게 전달한다. 받은 이벤트에 따라 통신을 해야 

할 경우, 에이전트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을 시작하

기 전에 에이전트가 생성한 Comm Object 라는 통신을 담당

하는 객체를 통하여 통신이 이루어진다. 이 객체를 통해 전

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메시지로 만들어서 보내게 되는데, 

메시지는 그림 3과 같이 헤더와 실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으로 이루어져있다. 헤더는 받는 쪽의 주소와 보내는 쪽의 

주소, 그리고 동기 통신인지 비동기 통신인지를 나타내는 

메시지 타입으로 이루어져있고, 메시지 내용은 실제 전달하

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4.1 동기 통신 

동기 통신은 두 에이전트간에 통신 경로를 설정하여 지

속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해 소켓을 이용한다. 동기 

통신의 수행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통신을 하고자 하는 에

이전트는 Comm Object를 생성한 후(step1), 통신하고자 하는 

상대편 에이전트의 위치를 찾기 위해 Comm Object 에게 질

의어를 넘겨주어야 한다. 질의어를 만들 때 상대 에이전트

를 찾기 위한 적절한 조건들을 넘겨주어야 하는데 조건들에

는 에이전트의 고유한 ID, 에이전트의 서비스 타입 즉, 프록

시 에이전트 또는 서브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 Comm 

Object는 NDS(Naming Directory Server)가 제공하는 lookup이

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여 에이전트로부터 받은 질의어를 넘

  수수수 그그그그 수수

  송수수 그그그그 수수

 메메메 메메

  실제 메메메 실실

3:  그그 메메메 그그

Place ID

Agent ID

Place ID

Agent ID

SYNC_CONNECT

SYNCH

ASYNCH

 메메메 메메

Place 2Place 1

 외외 그외그

Agent

Agent Server

2:    그그 그그그그그 그외그 처리 그그

Event Deliver

Event Handler

1

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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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준다(step2). NDS 는 이 질의어의 조건을 참조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에이전트 테이블에서 적절한 에이전트를 찾아서 

Comm Object 에게 결과를 넘겨주는데(step3), 만약 넘겨받은 

결과가 null 인 경우는 질의어의 조건에 해당하는 에이전트

가 없으므로 통신 상대가 없다는 의미이다. 결과가 null 이 

아닌 경우, 만약 넘겨받은 에이전트의 주소가 하나인 경우

는 이 에이전트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면 되지만 질의어의 조

건에 해당하는 에이전트가 여러 개인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때는 에이전트의 주소 리스트중 첫번째 에이전트를 통신

상대로 택한다. Comm Object 는 이 에이전트의 주소로 메시

지를 만들어 에이전트 서버에게 전달한다(step4). 메시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헤더는 보내는 쪽 에이전트의 주소, 메시

지를 받을 상대편 에이전트 주소, 그리고 “통신을 시작하고

자 한다”는 의사표시로써 SYNC_CONNECT 라는 메시지 타

입으로 채워진다. 통신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먼저 의사표

시를 하는 이유는 상대편 에이전트로 하여금 통신을 할 준

비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메시지 내용에는 소켓 통신을 

위해 Comm Object 가 에이전트 서버에게 요청하여 받은 사

용 가능한 포트 번호를 넣어준다. 에이전트 서버는 이 메시

지를 받아서 RMI 를 통하여 원격 에이전트 서버에게 전송

한다(step5). Comm Object는 서버 소켓을 열어서 클라이언트

쪽 에이전트가 연결해 오기를 기다렸다가 응답이 오면 양방

향 동기 통신을 시작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상대

편 에이전트로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서버 소켓을 열고 나서 타이머를 설정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클라이언트쪽 에이전트가 응답하지 않으면 

통신할 의사가 없거나 연결에 문제가 생겨 통신을 할 수 없

다는 뜻이므로 Comm Object는 통신을 시도한 에이전트에게 

false 를 넘겨주고 서버 소켓을 닫고 통신을 중단한다. 통신

을 시도한 에이전트는 다시 메시지를 보내어 통신을 시도하

거나 자신이 하던 작업을 수행한다.  

한편 메시지를 받은 원격 에이전트 서버는 메시지 헤더

를 분석하여 메시지를 받을 에이전트가 자신의 서버에 있는

지 확인 후(step6, step7) 이벤트 핸들러에게 메시지를 넘겨준

다(step8). 이벤트 핸들러는 이벤트 테이블이라는 것을 관리

하는데 에이전트들은 이 테이블에 자신들이 받고싶은 메시

지 타입을 등록한다. 이벤트 핸들러는 이 테이블을 참조하

여 받은 메시지 타입과 에이전트가 등록한 메시지 타입이 

일치하면 해당하는 에이전트에게 메시지를 보낸다(step9). 메

시지를 받은 에이전트는 동기통신이 가능한 상태라면 

Comm Object 를 생성하여(step10) 서버쪽 에이전트가 열어 

놓은 포트에 연결하여 동기통신을 시작한다(step11).        

  

4.2 비동기 통신 

비동기 통신은 동기 통신과는 달리 지속적인 연결을 위

해 통신 채널을 설정하여 메시지 교환을 할 필요가 없고 자

바에서 제공하는 RMI 를 이용하여 원격 호스트에 있는 에

이전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만 한다. 그 외에 통신 절차는 

동기 통신과 같다. 수행 절차는 그림 5 와 같다.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에이전트는 우선 Comm Object 를 생성한 후

(step1) 동기 통신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질의어를 만들어 

Comm Object 를 통하여 NDS에 넘겨준다. NDS는 질의어의 

조건을 참조하여 에이전트 테이블에서 적절한 에이전트를  

찾아서 Comm Object에게 넘겨준다(step2,step3). 메시지 헤더

에는 보내는 쪽의 주소와 받는 쪽의 주소, 그리고 비동기 

통신임을 알리는 통신 타입을 넣고, 메시지 내용에는 실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넣는다. Comm Object 는 에이전트 

서버에서 제공하는 메시지 전달 메소드를 호출하여(step4) 

RMI 를 통하여 원격 에이전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step5). 메시지 헤더에 하나의 에이전트 주소만 있다면 특정 

에이전트에게만 메시지가 전달되고 에이전트들의 주소 리스

트이면 다수의 에이전트들에게, 단일 플레이스 주소이면 그 

플레이스 내의 모든 에이전트들에게, 플레이스들의 주소 리

스트이면 리스트의 모든 플레이스 내의 모든 에이전트들에

게, 에이전트 서버들의 주소 리스트이면 에이전트 서버들내

의 모든 에이전트들에게 전달된다. 원격 에이전트 서버는 

이 메시지를 받아서 에이전트 테이블에서 에이전트를 찾아

서(step6,step7) 이벤트 핸들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되고

(step8) 이벤트 핸들러는 이벤트 테이블을 참조하여 에이전

트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step9).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지금까지 이동 에이전트 기반 워크플로우 시스템에서 에

이전트간 통신 방법으로서 제안한 동기, 비동기 통신 방법

에 대해 기술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워크플로우 시스템에서

는 사용자가 요구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프록시 에이전트

를 생성하고 프록시 에이전트는 서브 에이전트들을 생성하

여  서브에이전트들에게 각각의 단위작업을 수행하도록 지

시한다. 하나의 목적하는 작업을 수행하기위해 서브 에이전

트들은 자신이 맡은 세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서브 에이전트와 또는 자신을 생성한 프록시 에이전트, 그

리고 작업처리 에이전트와 통신을 위해 동기 통신과 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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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두 가지를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앞으로는 워크플로

우 시스템의 한 요구 사항인 Reliability 를 통신기반에서 지

원하기 위해 오류에 대해 안정적인 신뢰성 있는 에이전트 

통신 프로토콜(protocol)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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