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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발생되는 웹 서비스들의 컨텍스트와 웹 서비스간의 연관 관계를 워크
플로우(workflow) 형태로 기술하기 위한 XML 기반 언어인 uWDL (Ubiquitous Workflow Definition 
Language)을 소개한다. uWDL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이종(heterogeneous)형태로 존재하는 서비스 요소
(element)들을 워크프로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uWDL은 유비쿼터스 환경의 웹 서비스를 수행하
는 워크플로우 시나리오가 uWDL 문법에 맞게 작성될 수 있도록 uWDL용 DTD를 설계하였고, uWDL 문서
의 유효성(validation) 검사를 위한 uWDL 파서를 설계하였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웹 서비스 개
발을 위해, 개발자는 uWDL을 이용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의 사용자 특성을 고려해 그에 맞는 서비스들의 관
계를 워크플로우 형태로 쉽게 기술할 수 있고, 응용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웹 서비스들 간의 연관 관계를 컨
텍스트 기반으로 정확히 기술함으로써 작업을 통합하고 자동화를 이룰 수 있다. 

1. 서  론

  워크플로우의 개념은 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사용되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란 일반적으로 기능적

인 역할과 관계를 정의하는 조직 구조의 맥락에서 업

무 목표나 정책적인 목적을 총괄적으로 실행하는 일

련의 연관된 업무 절차이다 [1]. 아래 그림 1은 일반

적인 워크 플로우의 구조도를 나타낸다. 다양한 비즈

니스 프로세스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했던 워크플로우 

개념이 최근에는 분산 컴퓨팅 시스템에 활발히 적용

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그리드 컴퓨팅이나 유비쿼터스 

컴퓨팅에도 워크플로우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적용되었던 워크플로우를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정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반해 분산 및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동

시에 여러 워크플로우가 여러 대의 노드에 분산 수행

되어 워크플로우 간에 자원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하고 동적인 특성을 지닌다. 둘째로 작업이 

수행되는 자원의 수와 종류가 사람의 이동에 따라 수

시로 변하며 예측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림 1. 일반적인 워크 플로우 구조도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컨텍스트, 프로파일 및 이벤트와 이를 이용하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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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간의 연관 관계를 규칙 기반(rule-based) 기술 방

식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uWDL 

(Ubiquitous Workflow Definition Language)을 소

개한다. 이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들의 관계를 기술할 수 있

는 언어로, uWDL을 이용하여 서비스들 간의 연관 관

계를 워크플로우로 구성함으로써 작업의 통합 및 자

동화를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웹 서비스(Web Services)의 WSDL을 이용해 

uWDL의 서비스를 기술하고, 워크플로우에 의해 구성

된 서비스들의 연관 관계는 컨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동적으로 재구성되어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제안하는 uWDL은 웹 서비스를 워크플로우 형

태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uWDL 문법을 정의하고 

XML 기반의 well-formed DTD로 표현하였다. 또한 

uWDL DTD를 구성하는 각 문법 요소(element)는 

웹 서비스의 컨텍스트와 관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정

의하였다. 

2. 관련 연구

2.1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에든 존재한다"라는 의미

의 라틴어로 1988년 처음으로 제록스 팰러 알토

(Palo Alto)`연구소의 마크 와이저(Mark Weiser)에 

의해 소개되었다. 그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현실 세

계의 어디서나 네트워크와 연결된 컴퓨터를 눈에 띄

지 않는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 

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변하는 환경[2]"이라고 정의하

고 이는 컴퓨팅 환경이 현실세계의 사물과 환경속으

로 스며들어 일상생활에 통합되는 것[3]을 의미한다. 

2.2 워크플로우

  WfMC에서는 워크플로우를 "전체적인 또는 부분적

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의미하며, 이때 문

서, 정보, 태스크가 한 사용자에서 다른 사용자로 일

련의 업무절차 규칙에 의한 처리를 위해 전달된다 

[1]"로 정의하고 있다. 워크플로우는 하나의 큰 작업

이 수행 완료될 때까지 일어나는 하위 작업들의 수행 

흐름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표현한다. 이때 워크플로우

의 하위 작업들 간에는 의존성이나 수행 순서, 동시 

수행 가능 여부 등의 다양한 관계가 나타난다. 큰 작

업을 이러한 작은 작업의 연관된 흐름으로 표현하면 

각 작업에 대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게 되어 

전체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3 웹 서비스 (Web Services)

  웹 서비스는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분

산 컴퓨팅을 위한 환경인 CORBA나 DCOM이 지원하

지 못했던 언어 및 플랫폼 독립적인 특성을 지원한다. 

현재 웹 서비스는 IBM과 MS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IBM에서는 "웹 서비스는 표준화된 

XML 메시징을 통해서 네트워크로 접근할 수 있는 오

퍼레이션들을 기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이다. 웹 서

비스는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MS사에서는 "웹 서비스는 다른 응용프로그램

에 서비스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로직의 일

부분이다. 응용프로그램은 HTTP, XML, SOAP과 같

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웹 프로토콜과 데이터 

포맷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다"로 정

의한다.

2.4 웹 서비스 기반의 워크플로우 언어

  웹 서비스의 서로 다른 서비스간에 발생하는 데이

터의 흐름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언어가 필

요하다. WSFL(Web Services Flow Language)은 

IBM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언어로, WSDL 

(Web Services Definition Language)을 기반으로 

서비스들의 연관 관계를 명시할 수 있다. 또한 MS, 

BEA와 함께 BPEL4WS로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4]. 

3. 본  론

  기존의 워크플로우 언어들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컨텍스트, 프로파일 및 이벤트에 대한 기술

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워크플

로우 언어를 통해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필요한 서

비스들의 연관 관계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워크플로우 

언어에 컨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엘리먼트(element)

를 추가하므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흐름 관계를 기술

할 수 있는 언어인 uWDL(Ubiquitous Workflow 

Definition Language)을 소개한다. uWDL은 서비스

의 흐름을 기술하는 언어로써 센서에 의해 감지되는 

정보들을 고수준의 컨텍스트, 프로파일 및 이벤트 등

의 정보로 변경하고 이와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

스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2는 uWDL의 DTD를 BNF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웹 기반 워크플로우 언어들의 장점을 

제공하면서 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라 서비스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컨텍스트, 프로파일 및 이벤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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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DTD 의 요소(element)로 

추가하였다.

uWdl := Source, Node*, Link*, Sink*
Source := Null
Node := Description?, (Uflow | Services)
Description := (PCDATA)
Uflow := Location
Location := (PCDATA)
Services := Wsdl, Porttype, Operation
Wsdl := (PCDATA)
Porttype := (PCDATA)
Operation := (PCDATA)
Link := Case+
Case := Condition, Action
Condition := Context | Profile | Event | Correlation | Result
Context := Rule+
Rule := Constraint+
Constraint := Null
Profile := Customization+
Customization := Null
Event := Property+
Property := (PCDATA)
Correlation := Join+
Join := Target, State
Target := (PCDATA)
State := (PCDATA)
Result := (PCDATA)
Action := Export | Transition
Export := Port
Port := (PCDATA)

그림 2. uWDL DTD 문법에 대한 BNF 표기법

  그림 2에서 나타나는 모든 DTD 요소들은 uWDL

의 문법 구조를 나타낸다. <link> 엘리먼트는 서브 엘

리먼트인 <export>의 속성값에 따라 "Control"과 

"Data" 링크로 구분되며, 각각은 서비스의 흐름과 데

이터의 이동을 명시한다. 또한 <link> 엘리먼트는 서

브 엘리먼트인 <condition>을 가지며, 이는 다시 

<context>, <profile> 및 <event> 등의 서브 엘리먼

트를 통해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컨텍스트, 

프로파일, 이벤트 등을 표현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한

다. 다음은 uWDL DTD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에 대

한 간단한 설명이다.

  3.1 <node> 엘리먼트

  <node> 엘리먼트는 특정 유비쿼터스를 위한 웹 

서비스(Web Services)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웹 서비스는 자신의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명시

하기 위해서 WSDL (Web Services Definition 

Language)을 통해서 자신의 PortType 및 

Operation 등의 구체적인 서비스를 명시하게 되고, 

이는 <service> 엘리먼트의 <wsdl>, <porttype>, 

그리고 <operation> 엘리먼트를 통해서 원하는 서

비스의 위치, 서비스 타입 및 오퍼레이션에 대한 정

보를 기술하게 된다.

  3.2 <link> 엘리먼트

  <link> 엘리먼트는 uWDL 언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컨

텍스트, 프로파일 및 이벤트 등을 명시하며, 이에 

따라 서비스의 흐름이 변화되도록 정의한다. <link> 

엘리먼트는 크게 <condition>과 <action> 엘리먼트

로 구분된다. <condition> 엘리먼트는 <context>, 

<profile>, 및 <event> 등을 통하여 해당 노드의 

컨텍스트, 프로파일 및 이벤트의 상태를 명시하며 

상태가 참(true)일 경우 <action>에서 명시하는 행

동을 수행한다. <action> 엘리먼트는 <export>와 

<transition>으로 구분되며, <export>의 속성

(attribute)을 통해 제어 링크(control link)와 데이

터 링크(data link)로 나뉜다. 그리고 <transition>

은 현재 노드의 상태(state) 변화를 명시하기 위해

서 사용된다. <condition> 엘리먼트 구성요소 중에 

중요한 엘리먼트로는 <context>와 <profile> 엘리

먼트를 들 수 있다. <context> 엘리먼트는 유비쿼

터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수준 컨텍스트

(low-level context)를 규칙 기반(rule-based)의 

온톨로지(ontology) 표기법을 이용하여 명시할 수 

있도록 <constraint>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다. 

<constraint> 엘리먼트는 속성으로 주어(subject), 

동사(verb), 목적어(object)를 포함하며, 표기법은 

<constraint subject= "Temperature" verb=">" 

object="30">와 같이 온도가 30도 보다 클 경우를 

나타낸다.

4. 시나리오

  uWDL의 검증을 위해 유비쿼터스 환경의 많은 서

비스들 중에서 범위를 회의 준비를 위한 서비스로 한

정하여 표현한다. 시나리오의 목적은 "자신의 일정 계

획에 따라 회의를 자동으로 준비해 주는 서비스를 구

축한다"이다. 이에따라 시나리오를 설계하면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회의 준비 시나리오

  "회사원 A씨는 출근 후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일정 계획에 아침 10시에 301호 회의실에서 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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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기록한다. 발표 준비를 하던 A씨는 9시 40분

경에 회의를 위해 301호 회의실로 이동한다. 301호 

회의실 문 위쪽에는 RFID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A씨

의 기본 정보(이름, 노트북의 IP 주소 등)를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에서는 전송된 A씨의 IP 주소를 이용

하여 일정 계획 서비스로부터 일정 계획 정보를 획득

하여 현재 시간(Time), 위치 정보(Location) 및 현

재 상황(Situation) 등을 비교하여 참(true)일 경우 

A씨의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해당 프로그램으로 

실행한다."

그림 4. 시나리오에 대한 UML 모델링

예 약  서 비 스

< < re q u ire m e n t> >
T o  d o  lis t가  작 성 된  후

알 람  서 비 스

모 든  회 의  참 석 자 를  대 상

b e a m  프 로 젝 트  가 용  여 부

일 정 관 리  서 비 스

자 료  다 운 로 드  서 비 스 음 악  서 비 스

음 성 안 내  서 비 스 블 라 인 드 조 명

  그림 4는 시나리오를 UML의 엑티비티 다이어그램

(Activity Diagram)을 이용하여 모델링한 모습이다. 

서비스는 크게 RFID sensing service, User search 

service, Download files, Inference service로 나뉜

다. RFID sensing service는 RFID 센서로부터 전송

되는 컨텍스트 정보(이름, IP 주소 등)를 관리한다. 

User search service는 RFID sensing service로부

터 전달받은 컨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정보가 

uWDL에 의해 명시된 규칙(rule)에 적합한 경우 

Download files 서비스를 호출하여 해당 파일을 전

송 받아 실행시킨다.

  그림 5는 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uWDL 언어를 

이용하여 설계한 프로그램 중에 User search 

service에 해당하는 내용이 uWDL DTD에 대해 유

효한(valid)한 문서인지에 대해 parser를 이용해 파

싱(parsing)한 결과 화면을 나타낸다. <node> 엘리

먼트는 웹 서비스로 기술된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다. 

<link> 엘리먼트의 <condition:context> 엘리먼트는 

<constraint>를 이용하여 Time, Location, Situation

의 조건을 검사한다. <action> 엘리먼트는 <condition>

이 참일 경우, Download_files 서비스를 호출한다.

그림 5. 시나리오를 적용한 uWDL 인스턴스

5. 결 론

  본 논문은 BPEL4WS, WSFL, XLANG 등과 같은 

기존의 워크플로우 언어들의 장점들을 포함하여 유비

쿼터스 환경에서 콘텍스트와 그들간의 서비스의 관계

를 언어적 수준으로 표현하고 정의할 수 있는 XML 

기반의 uWDL (Ubiquitous Workflow Definition 

Language)을 제안했다. 제안된 uWDL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다루어지는 컨텍스트, 프로파일 및 이벤트 

정보를 언어 수준으로 기술하기 위해 문법을 정의하

고 문법 구조를 나타내는 DTD를 제공하였다. 본 논

문이 제안한 uWDL을 통해 개발자는 유비쿼터스 환

경의 웹 서비스를 위한 워크플로우 시나리오를 언어

적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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