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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업들은 클라우드 협업 환경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 처

리에 대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는데, 소셜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협업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처리는 전통적인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방식에서 클라우드,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

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소셜 기반의 협업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모바일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상호운용에 적합한 

XMDR-DAI을 적용하였다. 이 XMDR-DAI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로컬 시스템간의 데이터 공

유 및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셜 기반의 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운영을 담당한다. 소셜 기반의 협업 비즈

니스 프로세스 처리는 내부 쿼리로 인한 스키마 매핑상의 구조, 의미 충돌, 그리고 데이터간의 단위 변환등과 같은 충

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각 매핑 과정에서 일어나는 충돌문제를 XMDR-DAI로 해결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ocial-based collaboration systems for business process management in the mobile 
cloud. This XMDR-DAI is to provide services for data sharing and exchange between local systems that operate 
independently in a cloud environment, take charge of a social-based collaborative business process management. 
Social-based collaborative business processes are handled in a collision among a structure such as unit conversion, 
meaning conflict, and the schema mapping data resulting from the inner query. The conflict was resolved by mapping 
process which takes in each XMDR-DAI. 

키워드 : 모바일 클라우드, XMDR, 협업 프로세스, 메타데이터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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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비용과 시간

을 투자하여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에 대한 방법으

로 클라우드, 모바일 컴퓨팅, 그리고 소셜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협업 기술을 적용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 일반적으로 기업 내에 업무 처리 최적화를 위한 협

업 환경은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이다

[2,3]. BPM은 업무 담당자들 간의 원활한 업무 협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서비

스를 한다. 이러한 BPM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들은 

Sharing, Expert, Mobile, Governance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협업 프로세스는 상호간의 공유를 위

한 환경을 지원해야 하고,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리고 언제 어

디서나 업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가 지

원되어야 하며, 협업 및 변경 정책 관리도 되어야 한다

[4,5]. 기존 BPM들은 접근 권한에 따른 프로세스 관리, 
업무 실시간 처리 현황 제공, 업무 관련자들 간의 커뮤

니케이션, 해당 업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 포스트 

된 의견이 업무로 연결 등이 주기능이다. 이러한 기능

들이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즈니스 업무 

협업 처리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6].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소셜 기반의 협업 시스템을 제안

한다. 제안 시스템은 기존의 BPM 기반의 협업 업무 처

리 방식을 소셜 협업을 통한 업무 처리 방식으로 변환

한 것이다. 그리고 본 제안 시스템은 XMDR-DAI[7,8]
를 이용한 소셜 비즈니스 프로세스 처리 방식을 적용한

다. 이 XMDR-DAI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레거시 시스템간의 데이터 공유 및 교환을 비

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한 상호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은 처리과정

에서 발생하는 내부 쿼리로 인한 스키마와 데이터 충돌

이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본 

논문에서는 XMDR-DAI로 해결하려고 한다. 또한 비즈

니스 프로세스 내부 질의 대한 처리는 본 논문에서 제

시한 GQP, LQP 기법을 적용한다[7]. GQP(Global 
Query Process)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로직 안에 글로벌 

스키마 기반으로 작성된 GQ(Global Query)가 포함된 

형태로써, GQ는 DML(Data Manipulation Language)로 

구성되며, 생성 규칙에 의해서 정의되고, ANSI 표준에

서 정의된 규칙을 따른다. 그리고 LQP(Local Query 
Process)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로직 안에 GQ가 변환 규

칙에 의해서 로컬 스키마 기반으로 GQP가 재정의된 

LQ(Local Query)가 포함된 쿼리 형태이다. 이 LQ 또한

DML(Data Manipulation Language)로 구성된 것이며, 
생성 규칙에 의해서 정의되고, ANSI 표준에서 정의된 

규칙을 따른다. 그리고 LQP 역시 GQP에서 정의한 GQ
생성 규칙 1,2,3이 적용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

을 지원할 수 있다. 첫째,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가시화

이다. 이는 모바일 지원을 통해 협업 업무 처리에 쉽게 

접근하고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해지며, 프로세스 확인

이 가능하여 비전문가도 쉽고 빠르게 프로세스 처리 및 

변경이 가능해 진다. 둘째, 대시보드를 통한 프로세스 

처리 실시간 현황 파악이 가능해진다. 즉, 프로세스 가

시화를 위한 모델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정책, 관련 문서의 연계 등이 가능해진다. 셋
째, 소셜 환경을 통한 협업 프로세스 처리를 커뮤니티

에서 검색하여 전문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실시간으로 처리중인 업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

게 되어 해당 업무에 대한 상세 이력 및 코맨트 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한다. 

Ⅱ. 관련 연구

2.1. BPM 모바일

Forrester에 의하면, 기업들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

리시스템(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을 모

바일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편하는데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9]. Mobile BPM 
솔루션 벤더로는 한국의 HandySoft[10]를 위시하여, 
Appian[11], Pegasystems[12], BizAgi[13], TIBCO[14], 
PNMSoft[15], OpenText[16] 등이 있다. Social BPM은 

미리 설계된 프로세스 모델 기반의 정형적인 프로세스

와 더불어, 실시간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직원들 간 비

정형 협업 활동이나 외부 고객과의 소셜 협업을 지원함

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킨다[6]. 예컨대, 영업 

직원이 영업프로세스 수행 중에, 고객이 트윗트에서 회

사 웹사이트로 접속하여 제품설명서를 다운로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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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액티비티를 실시간 통보받아 대응할 수 있다. 
Appian, Pegasystems 등 대부분의 BPM Suite 제품들

이 이미 소셜네트워크의 통합을 통해 실시간 프로세스 

협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uEngine사도 Process 
Codi라는 Social BPM 제품을 공개소프트웨어로 제공

하고 있다. BPM에 BI(Buisness Intelligence)를 결합

한 Intelligent BPM[17]은 기업 내 부서별로 산발적인 

요구에 의해 구축되던 BI Application을 정형화된 

Operational Process에 Embedded시킴으로써, 프로세스 

수행을 위한 일상 업무에서 필요한 Analytics를 보편적

으로 수행하게 하고, BI 활용의 확산을 촉진한다. 
Intelligent BPM은 프로세스 성과 모니터링 및 보고, 경
영성과 예측, 경영활동 계획, 시나리오 모델링, 복잡한 

의사결정, 실시간 상황인지, 실시간 Action 추천 등 보

다 지능적인 프로세스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BPM PaaS(Platform as a Service)[18]로도 불리는 

Cloud BPM은 BPM Suite을 PaaS 서비스로 제공하고 

BPM 관련 데이터도 IaaS에 저장함으로써, 기업에서 

BPM Suite에 대한 투자없이 서비스 가입을 통해 BPMS
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Appian, Cordys, IBM 등이 

BPM PaaS를 제공하고 있다. Cloud BPM은 아직 데이

터 보안 및 레거시시스템과의 통합 문제 등의 우려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는 않다.

2.2. XMDR-DAI

XMDR-DAI(eXtended Metadata Registry-Data Access 
& Integration)[7]는 MDR보다 더 확장된 개념인 

XMDR을 이용한 데이터 통합에 따른 메타데이터 스키

마, 데이터 구조 및 의미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에이전

트로써,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를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다시 말해, 분산된 

데이터들의 스키마 구조와 데이터 간의 충돌을 해결하

고자 MDR과 온톨로지를 결합하여 데이터를 통합하는 

저장소이다. XMDR-DAI이 적용된 협업 시스템은 단일 

뷰어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로컬 데이터베

이스간 상호운용에 필요한 데이터 통합 서비스를 제공

한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와 온톨로지 시소

러스 개념을 이용한 데이터간 연관 정보를 제공하여 데

이터 무결성, 확장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로컬 

데이터베이스간 개체 스키마를 이용한 데이터 공유 및 

교환 과정에서 글로벌 스키마와 로컬 스키마간 매핑-변

환 할 수 있는 기능과 협업에서의 쿼리 기반의 워크플

로우를 이용하여 데이터 상호운용할 때 쿼리 구성에 필

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변환 메커니즘 및 분산 쿼리처

리 모듈을 제공하여 데이터 이주 상황에 발생하는 복제, 
이동, 그리고 분할 기능을 제공한다.

2.3. GQP, LQP 생성 규칙

GQP(Global Query Process)는 본 제안 시스템에서 

프로세스 상호운용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기반의 쿼리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표 

1, 2]에서 정의한 생성 Rule을 적용한 것으로, 메타 글

로벌 스키마 개체에 정의된 속성을 바탕으로 만들어

지는 쿼리 프로세스이다[7]. GQP 생성 Rule은 선택

(SELECT), 삽입(INSERT), 삭제(UPDATE)로 구분되

며, ANSI 표준에 정의한 명세를 따른다.

표 1. GQP 문법

Table. 1 GQP(Global Query in Process) grammar

GQP TYPE PHASE TYPE

SELECT 
TYPE

SELECT phase {GS_Field_List}
FROM phase {GS_Table_Name}
WHERE{GS_Field_List(op)Value_List}

INSERT 
TYPE

INSERT phase[INTO]GS_Table_Name
(GS_Fi e ld_ l i s t )} [VALUES] phase 
{GS_Field_List(op)Value_List}

UPDATE 
TYPE

UPDATE phase{GS_Table_Name}
SET phase{GS_Field_List=Value_List}
WHERE phase{GS_Field_List(op)
Values_List

표 2. GQP 생성 규칙

Table. 2 GQP General Rule

TYPE RULE FORMAT

Rule 1 GS_Field_List = { x|x ∈GSR(GS field values) }

Rule 2 GS_Tield_List = { x|x ∈GSR(GS table values) }

Rule 3 GS_Vield_List = {user input}

GQP 생성 시 Rule 1은 프로세스 쿼리에서 필드 요소

GS_Field_List,  Rule 2는 테이블 요소, Rule 3은 쿼리 

필드 조건들에 필요한 인스턴스 값들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GQP 생성 규칙이 적용된 쿼리들은 FROM 절
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쿼리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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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가 XMDR 기반으로 BPR(Business Process Repository)
에 등록되어 있어, 프로세스 내부의 쿼리가 협업에 의

해서 미리 정의된 경우이다. 따라서, 협업에 의해서 발

생하는 데이터 이주 상의 필요한 DB테이블이 Proxy 
DB에 미리 만들어져 있어서 FROM절이 GQBP에 포함

되어 있다. 그리고 FROM절이 없는 경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내부 쿼리가 사용자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정의되어 수행되는 경우이다. 이는 내부 쿼리가 미리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업에 의해서 데이터 이주 

상의 필요한 DB테이블을 쿼리가 수행되면서 실시간으

로 Temporarily 테이블을 Proxy DB에 생성하여 FROM
절이 GQP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Ⅲ. 제안 시스템

3.1. 시스템 개요

본 절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협업 프로세스를 실

시간으로 쉽게 빠르게 처리 변경이 가능하고, 관련 문

서의 연계 등 프로세스 가시화를 위한 모델링 환경을 

제공하는 소셜 기반의 협업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구성 개요로서, Social 
Applications, Collaboration System, Process Resources, 
Legacy Systems로 구성된다. 그리고 Collaboration 
System은 Process Provider, Social Provider, XMDR- 
DAI Provider로 구성 된다. 다음은 각 계층의 구성요소

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 1. 제안 시스템 구성

Fig. 1 Proposal system composition 

Collaboration System: 이 계층은 본 시스템의 핵

심 부분으로, XMDR-DAI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상의 

분산되어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연계하여 매칭

하고, 협업 프로세스 처리에서 발생하는 내부 쿼리상

의 충돌 문제들에 대한 것을 해결해 준다. 또한 이 계

층은 Process Provider, Social Provider, XMDR-DAI 
Provider로 구성된다. 
￭ Process Provider: Process Provider는 사용자가 프로

세스 리스트를 요청할 때 프로세스 저장소로부터 정

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한다. 그리고 요청된 프로세스

가 사용자의 권한, 또는 프로세스의 Rules 정보에 대

한 확인 처리도 한다.
￭ Social Provider: Social Provider는 사용자가 협업이 

필요한 프로세스를 선정하여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자 할 때 소셜 환경을 통해 전문

가 리스트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XMDR-DAI Provider: XMDR-DAI Provider는 클라

우드 상의 레거시들 간의 프로세스 협업 처리를 위해 

상호운용(공유 및 교환)할 때, 발생하는 스키마 또는 

데이터 충돌을 매핑 해결해주는 역할은 한다. 다시 

이 계층은 Metadata Manager, Ontology Manager, 
Repository Manager로 구성된다. 

- Metadata Manager: Metadata Manager는 협업 프로

세스에서 필요한 스키마들의 의미적인 문제나 표현

적인 충돌문제를 표준 스키마로 정의하여 매핑 척도

가 되는 정보를 관리한다. 
- Ontology Manager: Ontology Manager는 표준 스키

마로 정의된 매핑과정의 로드맵 정보를 관리한다. 
- Metadata Repository Manager: Metadata Repositoy 

Manager는 클라우드 상의 레거시들 간의 프로세스 

협업에 사용되는 모든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저장하

고 관리한다.
 Process Resources: 이 계층은 각 레거시 시스템들

마다 비즈니스 협업에 처리되는 프로세스를 모아놓은 

곳이다. 
 Legacy Systems: 이 계층은 클라우드 환경에 포함

된 레거시 시스템들이다. 

3.2. 시스템 동작

[그림 2]는 사용자가 처리해야할 비즈니스 프로세스

에 대한 정보와 전문가 리스트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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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시퀀스 1
Fig. 2 System sequence 1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의 User(Request)에서 Process 
Manager에게 프로세스 정보를 요청한다(1). Process 
Manager은 Process Repository를 통해 프로세스 정보를 

조회하게 된다(2,3). 검색된 프로세스 정보들은 Process 
Manager가 Process Rules Manager에게 프로세스 적용 

규칙 정보를 조회 요청한다(4). 이 조회 요청되는 규칙

은 프로세스의 메타정보와 권한에 대한 정보이다. 
1,2,3,4 처리 과정을 통해 얻어온 프로세스 리스트와 프

로세스 규칙을 User(Request)에게 보여주게 된다.
이후, User(Request)는 프로세스 리스트를 확인한 후

에 협업 요청이 필요한 프로세스에 대한 처리를 위해 

전문가 정보에 대한 리스트 요청을 한다(5). 요청을 받

은 Social Expert Manager는 Social Expert Manager를 

통해 전문가 정보를 조회하게 된다(6,7,8,9). 다시 말해, 
협업 요청해야 될 프로세스에 적합한 전문가 조회하는 

것이다. Social Expert Manager에서는 조회된 전문가에

게 프로세스 처리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10). 이후, 승
인 요청 받은 사용자(전문가)는 요청된 프로세스 내역

을 보고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11). [그림 4]는 [그림 2]
에서 사용자(전문가)가 요청된 프로세스 내역을 보고, 
승인 후에 프로세스가 위임되어 처리하는 과정이다. 
[그림 4]에서 User(Expert.)는 요청된 협업 프로세스 리

스트를 Process Provider를 통해 전달받는다(1). 이렇게 

전달 받은 사용자(전문가)는 프로세스 리스트를 기반으

로 프로세스 처리에 적절한 메타데이터 스키마 정보를 

Metadata Manager에게 요청한다(2). 시스템 시퀀스 [그

림3]과 같은 코드로 구현된다. 요청을 받은 Metadata 
Manager는 Ontology Manager에게 메타데이터 스키마

상에서 함께 처리해야 될 연관 스키마 정보를 요청하고, 
Metadata Repository Manager에게 스키마 프로파일 정

보를 요청한다(3,4,5,6,7). 이후, 사용자(전문가)는 스키

마 프로파일 정보와 연관 스키마 정보를 전달 받은 후, 
프로세스 정의하여 각 협업 레거시 시스템으로 처리하

게 된다(7,8).

그림 3. 시스템 시퀀스1 알고리즘

Fig. 3 System sequence 1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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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스템 시퀀스 2
Fig. 4 System sequence 2 

그림 5. 시스템 시퀀스 2 알고리즘

Fig. 5 System sequence 2 algorithms 

Ⅳ. XMDR-DAI 메커니즘

4.1. XMDR-DAI 구성

본 절에서는 협업 프로세스 처리 방식으로 XMDR- 
DAI를 적용한다. 레거시 시스템 간의 프로세스 상호 운

용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해결한 것으로 협업 기반의 유

형자산관리 사례를 적용한 [그림 6]이다. [그림 6]는 

MSO(Metadata Semantic Ontology), InSO(Instance 
Semantic Ontology)로 구성된 온톨로지 시소러스 영역

과 메타 글로벌 스키마와 메타 로컬 스키마로 구성된다. 
메타 글로벌 스키마(글로벌 스키마)는 협업에 필요한 

테이블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각 테이블명(APPLY, 
ITEMS)과 필드로 구성된다. 메타 로컬 스키마(로컬 스

키마)는 본 적용 시스템에 참여된 레거시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들과 필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예컨대, 
글로벌 스키마에서 APPLY 테이블의 필드명 name과 

매칭되는 로컬 스키마에서 정보를 찾기 위해,   MSO을 

통해 검색한다. MSO 맵에서는 name 노드가 Item- 
name, Asset-name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중

에 Item-name은 로컬 스키마의 APPL 테이블에서 

Item_Name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림 6. 메타 정보 충돌에 대한 XMDR-DAI 구성 설계

Fig. 6 XMDR-DAI about meta information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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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매칭 방법을 통해 글로벌 스키마와 로컬 스키

마간의 의미적으로 같은 것을 찾아 변환할 수 있다. 
InSO 맵에서는 데이터 단위와 표현에서 충돌되는 문제

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글로벌 스키마에서 ITEMS에

서 Type은 varchar 형식으로 InSO의 type 노드가 

HD(mm), MD(mm)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는 로컬 스키마의 ASSET 테이블에서 AssetType는 

MD(mm)으로 매칭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매칭 방

법을 통해 글로벌 스키마와로컬 스키마간의 데이터 표

현에서 코드, 단위, 일련변호 형식 등을 변환할 수 있게 

된다. 

4.2. 쿼리 파싱

본 논문에서 트리 그래프 기반으로 표현된 쿼리는 실

제 로컬 데이터베이스에서 수행되는 쿼리로 변환해야 

된다. [그림7](a)는 Single-Node Physical Plan을 이용한 

파싱기법이고, 제시된 쿼리를 예제로 파싱 방법을 설명

한다. 쿼리 파싱은 [그림8]에서처럼 select, operation 
call, join, scan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select는 쿼리문에

서 필드절로 p.codeID, p.pirce, t.assetnm이다. operation 
call은 select에서 조인된 필드를 구별하는 것으로 t in 
apply가 p in asset로 조인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조인된 필드는 t.assetnm이다. 

(a) Single-Node physical plan

(b) Single-Node logical plan

그림 7. 트리 그래프를 이용한 쿼리 분석1
Fig. 7 Query analysis plan using tree graph1

그리고 join은 두 개의 테이블이 조인키 필드인 

p.codeID=t.codeID이다. 이 join을 기준으로 왼쪽 트리

와 오른쪽 트리로 구성하여 select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즉, 왼쪽 select는 codeID, price이고 오른쪽 

select는 assetnm, codeID이다. 이렇게 분석된 것을 왼

쪽 트리부터 생성하고 스캔하여 로컬 쿼리로 변환된

다. 그런 이후, [그림7]의 (b)처럼 Single-Node Logical 
Plan로 다시 표현하고, 실제 쿼리 파싱하여 변환하기 

위해서 hash_join인 해쉬 테이블 기법을 이용하여 계

획하여 분석한다. 이처럼  [그림7]과 같이 계획된 쿼

리는 그림 [그림8]과 같이 parallel 방법으로 변환을 하

게 된다. 이 방법은 exchange 연산자를 기준으로 하여 

쿼리를 매칭 변환하게 되는데, heuristic 알고리즘 기

법으로 왼쪽 노드부터 트리 순위 규칙에 따라 매핑 변

환이 이루어진다.

그림 8. 트리 그래프를 이용한 쿼리 분석2
Fig. 8 Query analysis plan using tree graph2  

Ⅴ. 적용 사례

5.1. 적용 사례

본 논문에서는 유형자산관리 업무를 적용하여 레거

시 시스템간의 소셜 기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한 

협업 업무를 적용하였다. 이 적용 사례는 모바일 기반

으로 자산신청-구매결의등록-발주서조회 그리고 대여 

처리에 대한 소셜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협업 지원을 요

청하는 과정을 보인다. [그림9]에서 신청자가 Monitor
를 구매하기 위해 “Do the Process” 업무를 수행하는 중

이다. (1)는 업무를 처리 하기 위해서 ID를 입력한다. 
(2)에서 전문가 리스트 확인한다. (3) DavidVan에게 업

무 협업 요청을 한다. [그림10]에서 (1)은 DavidVan은 

신청자로부터 업무 협업 요청 메시지를 확인한다. (2)는 

업무 협업 요청의 기한이 넘은 리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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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모바일 적용 사례1
Fig. 9 Mobile Apply Example1 

그림 10. 모바일 적용 사례2
Fig. 10 Mobile Apply Example2

5.2. 성능분석

 XMDR-DAI를 적용한 협업 시스템에서 소셜 기반

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수행 과정상의 데이터 접근 서비

스와 수집 서비스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을 평가한

다. 시스템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절차 단계에 따라 

실행되는 과정에서 프로세스가 정방향 처리와 역방향 

처리가 있는데, 역방향 처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XMDR-DAI에서의 온톨로지 시소러스 정보에 의

한 연관 정보에 필터링은 쿼리에서 의미 연관성 조건이 

20개를 넘지 않는다.

그림 11. 프로세스 내부 수행 절차 수에 대한 수행 시간 

Fig. 11 Execution time for the process 

본 제안 시스템에 적용된 유형자산통합 시스템에서 

소셜 기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부의 쿼리 처리에 따

른 데이터 접근 서비스와 수집 서비스를 수행할 때 프

로세스 내부 절차 수에 따른 처리 시간을 [그림11]과 같

이 성능을 평가한다. 성능 평가를 위한 테스트는 협업 

된 4개의 로컬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이용하였고, 약 

15,000건 이상의 수집 결과를 가지는 비즈니스 프로세

스를 사용하였다. 또한 한 프로세스 내부 수행 절차 수

는 최대 9단계를 넘지 않는다. [그림11]에서와 같이 

MDM(Master Data Management), GDS(Grid Data 
Service) 방식 그리고 본 XMDR-DAI 방식에 따라 비즈

니스 프로세스를 수행했을 때 각 수행 절차 수에 따른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내부 

절차가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세 방식 모두 1100ms에
서 1500ms 정도의 처리 시간이 나오지만, 5단계 이상부

터는 2400ms에서 660ms 정도의 처리 시간으로 급격히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MDM과 XMDR-DAI 방식은 

GDS방식보다 7단계에서부터 약 1000ms이상 차이가 

났다. 이와 같은 처리 시간에 대한 결과에서 GDS는 메

타데이터 스키마 기반의 쿼리 방식이고, MDM과 

XMDR-DAI 방식은 마스터 데이터 기반의 쿼리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3가지 방

식들은 4단계에서부터 처리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

아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부 절차의 수는 4단계 수준이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된 XMDR-DAI 기반의 

시스템도 협업에 의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할 때

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프로세스 절차의 수가 증가 

할 수록 협업 자체가 복잡해지므로 제안된 협업 시스템

도 4단계 수준정도의 프로세스를 수행해야 되어야함을 

살펴볼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즈니스 프로세

스 관리를 위한 소셜 기반의 협업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 시스템은 소셜 기반으로 협업 업무 처리 방식으로 

변환한 것으로 XMDR-DAI를 이용하여 소셜 비즈니스 

프로세스 적용하였다. XMDR-DAI는 클라우드 환경에

서 운영되는 레거시 시스템간의 데이터 상호운용 서비

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상호운용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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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처리과정에서 쿼리 충돌과 

데이터 충돌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들을 본 시스템은 XMDR-DAI로 해결하였고, 소셜 기

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질의 처리를 GQP, LQP 기법

으로 적용하여 통합된 형태의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협업을 요청 및 처리하는 과정

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통일된 뷰어를 제공함에 따라 

비즈니스 협업 처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가시화이다. 
모바일 지원을 통해 협업 업무 처리에 쉽게 접근하고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해지며, 프로세스 확인이 가능하

여 비전문가도 쉽고 빠르게 프로세스 처리 및 변경이 

가능해 진다. 둘째, 대시보드를 통한 프로세스 처리 실

시간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프로세스 가시화를 위한 

모델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정

책, 관련 문서의 연계 등이 가능해진다. 셋째, 소셜 환경

을 통한 협업 프로세스 처리를 커뮤니티에서 검색하여 

전문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처리중인 업무

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상체 

이력 및 Posing, Comment 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한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소셜 기반의 협업 비즈

니스 프로세스 처리에 대한 데이터 사일로 정책이 빅데

이터 기반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추후 빅데이터 기반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을 noSQL방

식으로 변환 처리 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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