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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객과 공 업체 그리고 비즈니스 트 들 간의 업과 정보 공유를 수행하는 일련의 비즈니스 로세스

(Business Process)는 자상거래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는 Wf-XML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Wf-XML(workflow-XML)은 비동기 웹서비스 로토콜로 워크 로 엔진의 상호연동을 해 제안된 XML기반 로

토콜을 정의한 언어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워크 로 엔진의 상호연동을 하여 Wf-XML에서 제공하는 
리소스 모델을 UML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하여 기업들간의 상호연동과 업을 한 업무 흐름 악을 용이하게 

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1. 서  론

최근 IT 역에서 여러 기업들이 수익성 확보를 

해 기업내부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 력하여 기

업 고유의 정형화된 비즈니스 로세스를 기업 상호

간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서비스 구축에 심

이 고조되고 있다[1]. 웹 서비스는 기업에서 기업 

체를 통해서 상호 연 된 모든 애 리 이션들을 유

기 으로 연동시켜 필요한 정보를 통합․ 리하고, 애

리 이션 사이의 력 작업을 정해진 차에 의해

서 수행하는 비즈니스 로세스 표 화를 통해 기업 

환경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2].

일반 으로 비즈니스 로세스의 표 화를 한 

표 인 기술이 워크 로(Workfellow)이며, 워크 로에 

한 표 은 워크 로 리 연합체(Workfellow 

Management Coalition)에서 워크 로 참조 모델을  

제시하여 이종 는 동종의 여러 워크 로 수행 서비

스 사이에서 로세스의 일부를 다른 워크 로 수행 

서비스로 달하여 수행할 수 있는 상호연동을 제공

하고 있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XML기반의 로토콜 언어

인 Wf-XML에서 제공하는 리소스 모델을 

UML(Unified Modeling Language)[4, 5] 다이어그램

으로 모델링하여 워크 로 엔진간의 상호연동과 업

을 한 업무흐름 악을 용이하게 하는 모델링을 제

안한다.

2. 련연구

이 장에서는 XML 스키마와 Wf-XML 문서 모델링

에 련된 연구들을 비교․분석한다. [4]는 XML 스

키마의 주요 구조를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4]의 

표 법을 기 로 클래스들 사이의 연 성을 추가하여 

XML 스키마를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변환하

기 한 규칙을 정립하 다. [5]과 [6]은 XML 스키마

의 주요 객체에 하여 모델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스테 오타입, 반복횟수, 클래스의 상속 계 등

의 세부 인 모델링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XPDL 문서 모델링에 한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워크 로 개념을 이용한 생산 시스템에서 

비즈니스 로세스를 UML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로 

표 한 연구[7], 분산된 력  워크 로를 UML 다

이어그램으로 설계한 연구[8] 등이 있다.

[7]은 이 논문에서 특정 시스템의 업무흐름을 액티

비티 다이어그램 주로 모델링하 기 때문에 구체

인 사상 기법에 한 언 이 부족하다. [8]는 시스템

에 용된 XPDL 로세스 메타모델에 한 각 엔티

티들을 사상 테이블로 상세하게 기술하 지만 사상 

테이블을 용하여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하는 부분

이 없어 정형화할 수 없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Wf-XML 리소스 모델에 

한 엔티티와 엔티티간의 메시지 송을 모델링하기 

한 사상규칙과 사상 테이블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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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f-XML 워크 로 참조 모델 

으로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력 다이어그램

을 이용하여 Wf-XML 리소스 모델에 한 객체 모

델링을 제안한다. 

3.  비동기 웹 서비스 로토콜

비동기 웹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한 

요청을 보낸 뒤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  작업을 

계속 수행하는 서비스이다.

3.1 ASAP

ASAP(Asynchronous Service Access Protocol)는 

오아시스(OASIS)의 비동기 웹서비스 로토콜로써,  

비동기 웹서비스를 지원하기 해 웹서비스를 엔티티

간의 상호 역할에 따라 Instance, Factory, observer로 

정의하고, 운 한다.

Observer 메소드에서 Factory 메소드로 인스턴스 

생성을 요청하면 Factory 메소드에서는 이에 응답하

여 Instance 메소드로 인스턴스 생성을 요청한다. 최

종 으로 Instance 메소드에서는 인스턴스 생성을 완

료한다.

  3.2 Wf-XML

Wf-XML은 오아시스의 비동기 웹서비스 로토콜

로써, 워크 로 엔진간의 상호운용성을 해 WfMC에

서 제안한 XML기반 로토콜을 정의한 언어이다. 

WfMC에서 발표한 워크 로 참조모델은 (그림 1)과 

같이 워크 로를 수행하는 엔진과 내부 동작을 지원

하는 5가지 API를 제공하고 있다. 다수 워크 로 

련 업체들은 워크 로를 설계할 때 이를 기반으로 

하거나 참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워크 로 시스템간의 상

호운용성을 제공하는 “Interface 4”에 하여 엔진간

의 메시지 교환으로 Wf-XML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

을 으로 모델링한다.

4. Wf-XML 리소스 엔티티에 한 데이터 모델링

Wf-XML 리소스 모델의 엔티티는 Wf-XML 스키

마로 표 된다. 다음은 Wf-XML 스키마를 UML 클

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사상하기 한 정의이다.

[정의 1] 하나의 웹 서비스를 수행하기 해 Wf-XML 리

소스 모델의 각 엔티티에 한 Wf-XML 스키마는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사상된다.

(1) 옵 버 리소스 엔티티

옵 버 리소스 엔티티는 Wf-XML에서 

<<observerPropertiesGroup>>그룹으로 표 되며, 이

를 모델링하기 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1] observerPropertiesGroup은 <<Group>> 스테

오타입으로 표 하며, 하  엘리먼트는 집단화 계(◆)로 

표 한다.

(그림 2)는 옵 버 리소스 엘리먼트에 하여 [규칙 

1]을 용한 결과이다.

<xsd:group name="observerPropertiesGroup">

  <xsd:sequence>

     <xsd:element name="Key" type="xsd:anyURI"/>

  </xsd:sequence> </xsd:group> 

<<Group>>
observerPropertiesGroup

<<seq>>+*1[1..1]

<<seq>>
*1

<<elt>> +Key[1..1]:anyURI

<<Group>>
observerPropertiesGroup

<<seq>>+*1[1..1]

<<seq>>
*1

<<elt>> +Key[1..1]:anyURI

(그림 2) <observerPropertiesGroup> 엘리먼트의 와 

모델링 결과

(2) 서비스 지스트리(ServiceRegistry) 엔티티

서비스 지스트리 엔티티는 Wf-XML에서 

<<serviceRegistryPropertiesGroup>> 그룹으로 표

되며, 이를 모델링하기 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2] serviceRegistryPropertiesGroup은 

<<Group>> 스테 오타입으로 표 하며, 하  엘

리먼트는 집단화 계(◆)로 표 하며, 외부 참조 

엘리먼트는 <<elt>> 스테 오타입으로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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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서비스 지스트리 엘리먼트에 하여 

[규칙 2]를 용한 결과이다.

<xsd:group name="serviceRegistryPropertiesGroup">

 <xsd:sequence>

   <xsd:element name="Key" type="xsd:anyURI"/> 

   <xsd:element name="Name" type="xsd:string"/> 

   <xsd:element name="Description" type="xsd:string"/> 

   <xsd:element name="Vesion" type="xsd:string"/> 

   <xsd:element name="Status" type="xsd:string"/> 

 </xsd:sequence> </xsd:group>
<<Group>>

serviceRegistryPropertiesGroup

<<seq>>+*1[1..1]

<<seq>>
*1

<<elt>>+Key[1..1]:anyURI
<<elt>>+Name[1..1]:String
<<elt>>+Description[1..1]:String
<<elt>>+Vesion[1..1]:String

<<elt>>+Status[1..1]:String

<<Group>>
serviceRegistryPropertiesGroup

<<seq>>+*1[1..1]

<<seq>>
*1

<<elt>>+Key[1..1]:anyURI
<<elt>>+Name[1..1]:String
<<elt>>+Description[1..1]:String
<<elt>>+Vesion[1..1]:String

<<elt>>+Status[1..1]:String

(그림 3) <serviceRegistryPropertiesGroup> 엘리먼트의 

와 모델링 결과

(3) 팩토리 리소스(Factory Resource) 엔티티

팩토리 리소스 엔티티는 Wf-XML에서 

<<factoryPropertiesGroup>> 그룹으로 표 되며, 이

를 모델링하기 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3] factoryPropertiesGroup은 <<Group>> 스

테 오타입으로 표 하며, 하  엘리먼트는 집단화 

계(◆)로 표 하며, 외부 참조 엘리먼트는 

<<elt>> 스테 오타입으로 표 한다.  

(그림 4)는 서비스 지스트리 엘리먼트에 하여 

[규칙 3]을 용한 결과이다.

<xsd:group name="factoryPropertiesGroup“>

   <xsd:sequence>

    <xsd:element name="Key" type="xsd:anyURI"/>

    <xsd:element name="Name" type="xsd:string"/>

    <xsd:element name="Subject" type="xsd:string"/>

    <xsd:element name="Description" type="xsd:string"/>

    <xsd:element name="ContextDataSchema" 

type="as:ContextDataType"/>

    <xsd:element name="ResultDataSchema" 

type="as:ResultDataType"/>

   <xsd:element name="Expiration" type="xsd:duration"/>

   </xsd:sequence>   </xsd:group>

<<Group>>
factoryPropertiesGroup

<<seq>>+*1[1..1]

<<seq>>
*1

<<elt>>+Key[1..1]:anyURI
<<elt>>+Name[1..1]:String
<<elt>>+Subject[1..1]:String
<<elt>>+Description[1..1]:String
<<elt>>+ContextDataSchema[1..1]:contextDataType
<<elt>>+ResultDataSchema[1..1]:resultDataType
<<elt>>+Expiration[1..1]:duration 

<<Group>>
factoryPropertiesGroup

<<seq>>+*1[1..1]

<<seq>>
*1

<<elt>>+Key[1..1]:anyURI
<<elt>>+Name[1..1]:String
<<elt>>+Subject[1..1]:String
<<elt>>+Description[1..1]:String
<<elt>>+ContextDataSchema[1..1]:contextDataType
<<elt>>+ResultDataSchema[1..1]:resultDataType
<<elt>>+Expiration[1..1]:duration 

(그림 4) <factoryPropertiesGroup> 엘리먼트의 와 

모델링 결과

(4)  인스턴스 리소스 엔티티

인스턴스 리소스 엔티티는 Wf-XML에서 

<<InstancePropertiesGroup>> 그룹으로 표 되며, 이

를 모델링하기 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4] InstancePropertiesGroup은 <<Group>> 

스테 오타입으로 표 하며, 하  엘리먼트는 집단화 

계(◆)로 표 하며, 외부 참조 엘리먼트는 

<<elt>> 스테 오타입으로 표 한다. 한 

Observers, ContextData, ResultData 엘리먼트의 복

합형 데이터 타입은 <<ComplexType>> 스테 오

타입으로 표 한다.

(그림 5)는 서비스 지스트리 엘리먼트에 하여 

[규칙 4]을 용한 결과이다.

<xsd:group name="InstancePropertiesGroup">
  <xsd:sequence>
   <xsd:element name="key" type = "xsd:anyURI"/>
   <xsd:element name="state" type="stateType"/>
   <xsd:element name="Name" type="xsd:string"/>
   <xsd:element name="Subject" type="xsd:string"/>
   <xsd:element name="Description" type="xsd:string"/>
   <xsd:element name="FactoryKey" type="xsd:anyURI"/>
   <xsd:element name="Observers">   <xsd:complexType>
       <xsd:sequence>  <xsd:element name=“ObserverKey” 
type="xsd:anyURI" maxOccurs="unbounded"/> 
       </xsd:sequence>  </xsd:complexType> </xsd:element>
   <xsd:element name="ContextData">
     <xsd:complexType>    <xsd:sequence>  
        <xsd:any namespace=“##any” processContents=“max”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d:sequence>
     </xsd:complexType>    </xsd:element>
   <xsd:element name="ResultData">
     <xsd:complexType>       <xsd:sequence>
        <xsd:any namespace=“##any” processContents=“max”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d:sequence>
     </xsd:complexType>  </xsd:element>
   <xsd:element name="History" type="historyType"/>
  </xsd:sequence> </xsd:group>

(그림 5) <InstancePropertiesGroup> 엘리먼트의 와 

모델링 결과

(5) 액티비티 리소스(Activity) 엔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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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티 리소스 엔티티는 Wf-XML에서 

<<activityPropertiesGroup>> 그룹으로 표 되며, 이

를 모델링하기 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5] activityPropertiesGroup은 <<Group>> 스

테 오타입으로 표 하며, 하  엘리먼트는 집단화 

계(◆)로 표 하며, 외부 참조 엘리먼트들의 복합

형 데이터 타입은 <<ComplexType>> 스테 오타

입으로 표 한다.

(그림 6)은 서비스 지스트리 엘리먼트에 하여 

[규칙 5]를 용한 결과이다.

<xsd:group name="activityPropertiesGroup">
 <xsd:sequence>
  <xsd:element name="Key" type="xsd:anyURI"/> 
  <xsd:element name="State" type="as:stateType"/> 
  <xsd:element name="Name" type="xsd:string"/> 
  <xsd:element name="Description" type="xsd:string"/> 
  <xsd:element name="ValidStates">
  <xsd:complexType>
  <xsd:sequence>
  <xsd:element name="ValidState" type="as:stateType"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d:sequence>   </xsd:complexType>   </xsd:element>
  <xsd:element name="InstanceKey" type="xsd:anyURI"/> 
  <xsd:element name="RemoteInstance" type="xsd:anyURI"/> 
  <xsd:element name="StartedDate" type="xsd:dateTime"/> 
  <xsd:element name="DueDate" type="xsd:dateTime"/> 
  <xsd:element name="LastModified" type="xsd:dateTime"/> 
  </xsd:sequence>   </xsd:group>

<<Group>>
activityPropertiesGroup

<<seq>>+*1[1..1]

<<Seq>>
*1

<<elt>>+Key[1..1]:anyURI
<<elt>>+State[1..1]:stateType
<<elt>>+Name[1..1]:string
<<elt>>+Description[1..1]:string
<<elt>>+ValidStates
<<elt>>+InstanceKey[1..1]:anyURI
<<elt>>+RemoteInstance[1..1]:anyURI
<<elt>>+StartedDate[1..1]:dateTime
<<elt>>+DueDate[1..1]:dateTime
<<elt>>+LastModified[1..1]:dateTime <<complexType>>ValidStates::*

<<seq>>+*1[1..1]

<<has type>>

<<seq>>*1

<<elt>>+ValidState[0..*]:stateType

<<Group>>
activityPropertiesGroup

<<seq>>+*1[1..1]

<<Seq>>
*1

<<elt>>+Key[1..1]:anyURI
<<elt>>+State[1..1]:stateType
<<elt>>+Name[1..1]:string
<<elt>>+Description[1..1]:string
<<elt>>+ValidStates
<<elt>>+InstanceKey[1..1]:anyURI
<<elt>>+RemoteInstance[1..1]:anyURI
<<elt>>+StartedDate[1..1]:dateTime
<<elt>>+DueDate[1..1]:dateTime
<<elt>>+LastModified[1..1]:dateTime <<complexType>>ValidStates::*

<<seq>>+*1[1..1]

<<has type>>

<<seq>>*1

<<elt>>+ValidState[0..*]:stateType

(그림 6) <activityPropertiesGroup> 그룹의 와 

모델링 결과

5. 결론  향후 연구 과제

기업 간의 e-비즈니스 환경은 기업 내부의 업무 표

화와 통합을 기반으로, 기업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한 

업으로 발 되고 있다. 비즈니스 로세스의 표 화

를 한 표 인 기술인 워크 로는 기업 내 워크

로의 표 화 정도가 기업 간의 업과 거래 로세스

의 구축에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워크 로 엔진의 상호연

동을 하여 Wf-XML에서 제공하는 리소스 모델을 

UML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하여 기업들 간의 상호

연동과 업을 한 업무 흐름 악을 용이하게 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해 Wf-XML문서를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력다이어그램으로 변환하여, 

Wf-XML리소스 모델을 구성하는 각 엔티티들을 클

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향

후 연구 과제는 웹 서비스  ebXML에서 수행되고 

있는 비즈니스 로세스에 한 실제 상황을 용하

여 Wf-XML로 구 하고 결과를 표 화된 방식으로 

모델링하여 국내.외 기업에서 워크 로 로세스 정의

에 한 표 으로 선택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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