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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워크 로우 기술은 재까지 지속 으로 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을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 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다

양한 상황 정보들을 이용하여 동 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응하여 사용자에게 합한 서비스가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워크 로우 기반의 상황인지 시스템들은 단순한 서비스 형태를 제

공하는 수 에 머물러 있어, 다양하고 복합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해 본 논문

에서는 상황인지를 기반으로 다수의 사용자에게 복합 인 워크 로우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

는 다  워크 로우 시스템을 소개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여러 사용자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흐름을 병렬 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워크 로우 서비스의 재

사용을 통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1. 서론

워크 로우 기술은 IBM, Microsoft, Oracle 등과 같은 

세계 인 컴퓨터 회사들의 지원을 받으며 기업의 통합 솔

루션을 제공하기 해 지속으로 발 하여 왔다. 업계에 성

공 으로 자리잡은 워크 로우 기술은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 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1,2].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사용자는 동 으로 변하는

환경변화에 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러한 일련의 서비스들은 상황인지를 기반으로 서비스들의 

수행 차를 기술한 워크 로우로 표 할 될 수 있다[1]. 

그러나 기존의 상황인지 기반 워크 로우 시스템은 순차

인 워크 로우를 지원하는 단일 워크 로우를 처리할 

수 있는 수 에 있다. 따라서 다수의 단일 워크 로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 워크 로우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 다수의 사용자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 -워크 로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상황인지 기반의 다  워크

로우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워크 로우 시스템을 소

개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여러 사용자에게 동시에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흐름을 병렬 으로 처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워크 로우 서비스의 재

사용을 통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련연구

기존 웹서비스 기반의 워크 로우 언어는 WSFL[5], 

BPEL4WS[6], XLANG[7] 등의 있다. 이들은 각 서비스 

노드의 이 조건으로 이  노드의 서비스 수행 결과를 

사용한다. 따라서 사용자 심의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

에서의 동 인 사용자 주변 환경에 합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한계가 있다. uWDL[3]은 상태 이 제약 조건에 

컨텍스트를 명시하기 한 컨텍스트 모델을 기반으로 한

다. uWDL을 기반으로 하는 상황인지 워크 로우 서비스 

임워크인 uFlow[1]는 시나리오에 기술한 컨텍스트에 

따라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를 처리하는 시나리오 기반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uFlow는 단일 워크 로우 서비스를 

기술하는 uWDL을 기반으로 하 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는 uFlow는 다  워크 로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계가 있다.

3. 제안하는 워크 로우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확장된 uWDL를 기반으로 하는 다  워

크 로우 시스템을 소개한다.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3가지 주요 환경으로 나뉜다. 첫째는 시나리오 개발 

환경, 둘째는 다  워크 로우를 처리하기 한 처리 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텍스트 정보 수집을 한 네트워크 

환경으로 나뉜다. 주요 모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기술: uWDL은 순차 인 서비스 흐름을 기술

할 수 있다. 이러한 순차 인 흐름은 동 으로 변하는 유

비쿼터스 환경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

므로 동 인 환경에서 유연한 워크 로우 기술을  해 

uWDL에 <parallel>, <synchronize>, <fork>태그를 추가 

하여 워크 로우의 병렬 처리를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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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  워크 로우 시스템 구조도 

워크 로우 서: uWDL로 기술된 사용자 시나리오는 

워크 로우 서(Workflow Parser)를 통해서 서비스를 

한 로우 단 로 나뉘며, 로우 수행을 한 변수 테이

블을 갖게 된다. 아래 그림은 생성된 워크 로우 시나리오

가 서에서의 처리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워크 로우 서  

(그림 2)는 작성된 사용자 시나리오가 서에서의 일련

의 처리과정을 보인다. 시나리오는 싱 과정을 거쳐서 

AST를 생성한다. 작성된 트리는 로우 단 로 로우 

풀(Pool)에 장하게 되는데, 장된 로우는 여러 사용

자 서비스를 해 재사용 할 수 있다. 그리고 로우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은 연결된 구조로 변수 테이블에 장  

리된다. 이처럼 서에서는 입력으로 들어온 문서를 

싱을 통해 서비스 가능한 로우 단 로 나 고, 해당 

로우 에서 사용할 자원을 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워크 로우 엔진:  워크 로우 엔진은 서비스를 한 

로우를 실행한다. 다  워크 로우 환경은 다수의 사용

자에게 복합 인 워크 로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행되는 로우의 흐름제어가 요하다. 아래 (그

림 3)엔진에서의 처리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워크 로우 엔진의 처리 과정을 보면, 다 의 사용자에

게 복합 인 워크 로우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행환경은 멀티 스 드(Thread)환경으로 구성해야 한다. 

서비스 수행 되어지는 사용자 환경은 다수이지만 처리 

엔진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자원이나, 업무(Job) 

리의 부담을 일 수 있다. 다 으로 수행되는 로우의 

업무는 하나의 업무 장소(Job Quene)에 장 된다. 

(그림 3) 워크 로우 엔진

장소의 업무는 업무 스 러(Job scheduler)의 리 

기법을 통해 순차 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특정 로우에 

편 된 처리를 보이지 않고 일정한 처리 흐름을 갖는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복합 인 워크 로우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인

지 기반의 워크 로우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

템은 기존 워크 로우의 재사용성을 증 시켜 서비스 개

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다양한 

에서 검증하기 해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시나리오를 

개발이 필요하며, 향 후 실질 인 경험을 해 상황정보를 

실제로 용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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