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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상시 으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응하고 다양한 외부 의료기 과의 정보 공유를 해 의료기 로

세스를 통합 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로세스 리 시스템에 한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비즈니스

로세스 리 시스템은 그래 기반의 BPMN 로세스 모델을 웹서비스 환경의 실행언어인 WS-BPEL로

변환한 후 로세스 엔진을 통해 실행하는 자동화 로세스 도구이다. 하지만 BPMN 로세스 모델은 다

수의 모호성 구조 불일치로 인해 WS-BPEL로의 변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로세스 실행 시 실행

오류를 래할 수 있는 구조 이상 상들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 로세스 통합 리

를 해 모호성 구조 불일치가 제거된 정형화된 BPMN 로세스 모델 구조 이상 상 검출 방법

을 제시한다. IHE 로 일을 용한 사례연구를 통해 정형화된 BPMN 로세스 모델을 제시하고 구조

이상 상 검증을 실시한다. 기존의 연구 방법과의 비교 실험을 통해 제안된 기법의 우수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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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 that can integrate and manage a medical

institution’s processes has been increased importance to adapt to constantly changing medical

environments and share information with various external medical institutions. The 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 is an automated process tool that converts the graphic-based

BPMN process model into a WS-BPEL, the execution language of the web service environment,

and executes it through the process engine. However, the BPMN process model can be difficult

to convert into WS-BPEL due to several ambiguities and structural inconsistencies. The process

model may also contain structural anomalies that can lead to execution errors during process

execution. In this paper, we present business process model formalization and structural anomaly

verification techniques for facilitating integrated process management in medical institutions.

Through the case study based on the IHE profile, we presented a formalized BPMN process

model and verify the structural anomalies. We show the superiority of the proposed technique

through comparative experiments with other related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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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론

오늘날 정보통신기술 발 이 가져온 비약 인 기술

성과로 외부 의료기 과의 데이터 공유들을 통해 병원

간 진, 원격 진료 등 환자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있는개방형형태의의료정보시스템이요구되고있다.

그 결과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 HL7(Health Level 7)등과 같은 표 화된

데이터 로토콜이 제정되었으며, 의료정보 국제 표 화

연구단체인 IHE (Integrating Healthcare Enterprise)을

통해 의료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한

가이드라인인 IHE 로 일이 제공되고 있다[1][2].

재 IHE 로 일의 실제 인 구 을 해 많은 연

구들이 진행 에 있으며, 그 웹서비스 기술을 기반

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로세스를 통합 리할 수 있

는 BPMS(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3]. BPMS는 표 화된비즈니스

로세스 모델 표기법인 BPMN (Business Process

Model Notation)을 사용하여 로세스 모델을 작성하

고 런타임 시 실행 가능한 언어인 WS-BPEL(Web

Services 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로 자

동 변환 후 로세스 엔진을 통해 실행하는 모델 기반

자동화 로세스 도구로써 병원 업무의 단순 자동화나

인력 감 효과보다는 로세스수 의 업무개선과 의

료기 간 로세스 통합에 을 맞춘 엔터 라이즈

환경의 통합 솔루션이다[4][5].

의료기 에서 BPMS의 성공 인 도입을 해서는

BPMN으로 작성된 모델 내부의 로세스들이 실행에

한 일 성 완벽성이 보장된 형태여야 한다. 하지

만 BPMN은 최소의 Topology 제한만이 용된 그래

지향 모델 표기법이기 때문에 직 이며 비형식

으로 작성될 수 있음으로 로세스의 정확한실행을 보

장하지 못하며, 실행언어인 WS-BPEL은 그래 지향

인 BPMN과는 달리 XML 기반의 블록구조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 차이로 인한 변환 불가능한

패턴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 결과 로세스 모델 내부

에는 다수의 모호성 실행 로세스로 변환되지 않는

구조 불일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병합, 분산, 반복 등

과 같은 모델 구조를 정상 으로 제어하지 못해환자의

진료 차 상 치명 오류나 의료사고를 래할 수 있

는 구조 이상 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모호성 구조 불인치가 제거된

정형화 모델 제시 없이 제약 인 모델 설계 방법을 통

해 BPMS에 용하거나 BPMN 기반의 로세스 모델

이 아닌 표 화되지 않은 워크 로우 모델로 변환 후

구조 이상 상 검증 기법을 사용하여왔다. 그 결과,

병동 리[6] 응 실 업무[7]와 같이 단일 의료기

에서 수행되는 특정 로세스에 한 로세스 모델만

제시되었으며, BPMN 모델링 객체들 OR 게이트웨

이 Complex 게이트웨이를 제외한 AND 와 XOR 게

이트웨이에 해서만 다루거나 로세스 흐름이 반복

되는 루 구조 로세스의 계층 구조를표기하는

하 로세스가 사용된 모델에 해서는 모델 표

구조 이상 상 검출이 불가능하 다. 한 모델 내

부에 흐르는토큰을 하나로만 가정하여 분기 는 병합

에 의해 발생되는 이상 상들만 고려하 지만 BPMN

기반의 로세스 모델에서는 액티비티 모델링 객체의

속성으로 인하여 토큰의 개수가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않은 새로운 형태

의 구조 이상 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본논문에서는의료기 들간의 로세스통합 리를

해 정형기법에서 사용되는 FOL(First Order Logic)

을 활용하여 모호성 구조 불일치가제거된 BPMN

기반의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 설계 방법을 제시하며,

BPMN 모델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구조 이상

상들을 검출 할 수 있는 그래 축소 기반의 이상 상

검증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는 배경

지식 련 연구들을 살펴보며 3장에서는 BPMN 기

반의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 그래 축소 기반의

구조 이상 상 검출 기법에 하여 자세히 기술한

다. 4장에서는 사례연구 실험 결과를 보인 후 5장에

서 결론 향후 과제로 논문을 마무리한다.

II. 배경 지식 및 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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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HE 프로  및 비즈니스 프로 스 리 시스

IHE 로 일은 이기종 환경에서 구축된 기존 의료

정보시스템들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타 의료기

과의환자 정보교환을 지원하기 해 문서화 형태로

제시된 기술가이드라인표 이다. 재 IHE 로 일은

의료정보시스템 분야를 Radiology, Eye care, Cardiology

등 12개의 도메인들로 나 어 의료정보시스템 통합에

해 연구하고 있으며, 각 도메인별로 IHE 로 일의

기술 구 을 한 IHE Technical Framework을제공

하고 있다[8].

R.Anzbock, et al[9]은 IHE 로 일을 표 화된 데

이터 로토콜인 DICOM과 HL7을 사용하여 BPMS에

용한 연구를 제시하 다. 의료 로세스에서 BPMS

는 서비스 지스트리와 연결되어 웹서비스 정보의

Publish Discovery를 용이하도록 게이트웨이로 사

용되며, HTTP를통한 SOAP 메시지를 이용하여 타 의

료기 과의 환자정보공유를 한 메시지 교환 트랜

잭션 실행에 한 웹서비스 요청들을 처리하게 된다.

한 BPMS는 DICOM과 HL7을 기반으로 단일 의료기

내의 기존 의료정보시스템들을 통합하는 데에도 사

용되어병원 업무의자동화 련 로세스들에 한

실시간 리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은

BPMS을 사용한 IHE 로 일 기반의 의료 헬스 어

로세스 시스템 임워크이다.

하지만 R.Anzbock, et al[9]은 BPMS을 단순히 웹서

비스 기반 미들웨어로만 인식하여 반 인 시스템

임워크 요구사항들만을 제시하 으며, 실제 인

로세스의 실행에 한 구 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았

다. 그 결과 재 다수의 연구들이 BPMS에서 실제

인 구 방안을 모색하기 해 BPMS의 실행의 근간인

모델 설계에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IHE에서도

타 의료기 과의 환자 정보 메시지 교환 Document

sharing을 한 XDW (Exchange Document Workflow)을

Trial버 으로 제공하면서 IHE 로 일과 BPMS 연

동에 한 연구를 내부 으로 진행 에 있다[8].

2. 비즈니스 프로 스 에  조적 상 상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에서의 구조 이상 상은

로세스 모델 내부에흐르는 데이터집합인 토큰이

로세스 모델 내부에서 정상 으로 흐르지 않음으로 시

스템이 멈추거나 오작동을 발생시키는 이상 상이다

[10]. [그림 2]는 간단한 병원 온라인 결제 로세스를

BPMN 기반 로세스 모델로 표 한 제이다.

로세스 모델의 구조 에서 로세스가 시작

되면 시작이벤트를 통하여 로세스시작을 알리는 트

리거(trigger) 액션을 취하고 1개의토큰을 다음 모델링

객체로 내보내게 된다. 다음 모델링 객체가 태스크일

경우, 시작 이벤트에서 들어온 토큰 개수가 태스크 내

그림 1. BPMS  용한 IHE 프로  반  료 헬스케어 프로 스 시스  프레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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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선언된 StartQuantity요소의 토큰 개수와 일치할

때만 실행되며 CompletionQuantity요소에 선언된 토큰

의 개수만큼 다음 모델링 객체로 보내게 된다. 게이트

웨이가 다음 모델링 객체로 사용될 경우 게이트웨이의

유형에따라 토큰을분기 는병합하게 되며 마지막으

로 종료 이벤트는 들어오는 토큰을 받으면 로세스를

종료하고 결과 값을 보내게 된다.

그림 2. 병원 라  결제 프로 스에 한 BPMN 프로

스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에서 구조 이상 상은 일

반 으로모델 내부에 흐르게 되는 토큰이병합이나 분

산 는 토큰의 개수의 증가 감소에 한 상호작용

으로 인해 로세스의 종료 까지 도달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된다. 구조 이상 상은 BPMN 모델링 객

체의 조합으로 인한 다양한 모델 패턴에서 발생될 수

있으며 표 인 구조 이상 상은 다음과 같다

데드락(Deadlock): 로세스의 특정 단계에서 토큰

이 더 이상 흐르지 않음으로 로세스 실행이 멈춘 경

우를 의미하며 분기된 토큰을 게이트웨이를 통해 병합

하지 못하거나 이 모델링 객체에서 발생된토큰 보다

태스크 내부 속성인 StartQuantity에 지정된 토큰 개수

가 클 때 발생된다.

[그림 3]에서 태스크 B와 태스크 C로 분기된 로세

스 흐름을 병합하기 해 사용된 Join(AND) 게이트웨

이는 연결된 모든 흐름에서 토큰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토큰을 병합하는 모델링 객체이다. 하지만, 태스크

A 실행이후분기된 흐름 한쪽으로만 토큰을보내는

Split(XOR) 게이트웨이로 인해 환자의 스 차를

생성하는 태스크 B 는 X-Ray, CT, MRI 어떤 장

비로 상진단을 수행할 것인지 계획 로세스를 담당

하는 태스크 C 하나만 모델 내부에서 실행되게 된

다. 따라서 Join(AND) 게이트웨이는 실행 시 태스크 B

와 태스크 C로부터토큰이들어올때 까지무한정 기

하기 때문에 로세스 실행이 멈추는 데드락이 발생되

게 된다. 한 정상 으로태스크 B와태스크 C가 모두

수행되더라도 Join(AND) 게이트웨이는 병합한 1개의

토큰만을 다음 단계의 태스크로 달하기 때문에

StartQuantity의 토큰의개수가 2인 태스크 D는 실행될

수가 없어 데드락이 발생되게 된다.

동기화의 부족(Lack of Synchronization): 로세

스의 특정단계에서 의도하지 않게 로세스가여러 번

수행될 경우를 의미하며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분기된

여러 개의 토큰을 동기화하지 못하여 발생되거나 이

모델링 객체에서 발생된 토큰의 개수보다 태스크 내부

속성인 StartQuantity에 지정된 토큰 개수가 작을 때

발생되게 된다.

그림 4. 동  족 상 상  포함한 프로 스 

[그림 4]에서 태스크A 이후사용된 Split(AND) 게이

그림 3. 드락 상 상  포함한 프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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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이는 태스크 B와 태스크 C가 모두 실행될 수 있도

록 토큰을 분기시킨다. 하지만 태스크 B와 태스크 C의

흐름을 병합하는 Join(XOR) 게이트웨이는 Join(AND)

게이트웨이와 달리 연결된 흐름 어느 한쪽에서라도

토큰이 들어오면 다음 모델링 객체로 토큰을 달하기

때문에 태스크 B와 태스크 C의 실행 이후 토큰이 동기

화되지 않고 태스크 D에 달되게 된다. 따라서

StartQuantity의 토큰의 개수가 1인 태스크 D는 이

모델링객체에서 발생된 토큰 개수보다 작기때문에 의

도하지 않게 로세스 상에서 여러 번 수행하게 되는

동기화의 부족 이상 상이 발생된다.

수행되지 않는 액티비티(Dead Activity): 로세스

의 흐름에서 잘못된연결객체로인해 수행되지 않는 액

티비티가존재하여토큰이 원히 흐르지 않게 되는

로세스가 로세스모델내부에포함된경우를의미한다.

그림 5. 수행 지 않는 액티비티  포함한 프로 스  

무한루 (Infinite Loop): 특정 로세스가 원히

반복 으로 수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로세스 모델

에서 루 구조는 [그림 6]과 같이 반복 수행하고자 하

는 특정 태스크 앞에 Join 형태의 게이트웨이를 사용하

여 토큰을 병합함으로써 수행하게 되지만 무한루 는

특정 상황에서 토큰이 태스크로 무한 으로 되돌아오

는 경우에 발생된다.

[그림 6]에서 환자의 의료 상을 스캐닝 하는 태스

크 B 이후 실행되는 Split(AND) 게이트웨이는 이미지

결과를 리뷰하는 태스크 C와 해당 의사에게 결과를

달하는 태스크 D로 토큰을 분기하여 달하게 되지만

태스크 C에 의해 태스크 B에 토큰을 다시 달하게 되

고 Split(AND) 게이트웨이에 의해 반복 으로 토큰이

분기되기 때문에 무한루 가 발생된다. 한 태스크 B

에서 외처리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로세스수행 없

이 루 구조를 형성하 기 때문에 로세스 상에서 오

류가 해결될 때까지 태스크 B가 무한 으로 반복되는

무한루 가 발생된다.

3. 정   및 조적 상 상 검  연

BPMN 기반의 로세스 모델은 정형화 모델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일차 으로 정형화

된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로 변환 후 구조 이상

상 검증을 실시하 다. 비즈니스 로세스 정형화 모

델 구조 이상 상 검출 기법에 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의 형태로 나 수 있다.

Petri-net: BPMN 기반의 로세스 모델을 정형화

된 그래 이론인 Petri-net으로 변환하여 이상 상 검

출을 실시한방법으로모든 형태의구조 이상 상을

검출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11]. Petri-net은

BPMN에제시된모델링객체지원을 해ECATnets[12],

WF-net[13] 등의 확장된 모델 형태로 사용되지만, 4개

의 BPMN 게이트웨이 타입 AND와 XOR 타입 만

다룰 수 있으며 외처리를 한 간 이벤트 등은 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모델 패턴에서 발생된 구

조 이상 상들만 검출 가능하다. 한 토큰의 개수

의 증가와 감소에 향을 주는 태스크 내부 속성인

StartQuantity와 CompletionQuantity를 Petri-net 내부

에서 표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이상 상인 데드

락 과 동기화의 부족을 검출할 수 없으며 로세스의

크기가 큰 Large-scale 모델에 해서 상태폭발문제

(State- explosion problem)을 발생시킨다는 단 을 지

니기 때문에복잡 다양하고 계층 구조를 가진의료기

로세스에서는 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14].

그림 6. 무한루프 상 상  포함한 프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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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 Reduction: Graph Reduction은 BPMN 로

세스 모델을 방향 그래 (Directed Graph) 형태로 표

하여 터미 축소, 순차 축소, 인 축소, 종료 축소,

첩 축소 등 5가지의 축소 규칙을 통해 구조 이상

상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검증 계산복잡도(e.g. O(n²))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15]. 하지만 OR Complex 타입

게이트웨이와 같은 BPMN 모델링 객체와 태스크 내부

속성 등을 검증 과정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모델 패턴 구조에서 이상 상들을 검출 할 수 없

다. 한 하 로세스 로세스가 반복되는 루

구조에서 이상 상 검출이 불가능 하여 구조 이상

상 데드락과 동기화의 부족 이상 상만 검출이

가능하다.

Model Checking: 소 트웨어 소스코드 검증을

해 사용되는 SPIN, NuSMV와 같은 Model checking 툴

을 활용하여 구조 이상 상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CTL (Computation Tree Logic)이나 LTL(Linear

Temporal Logic)과 같은 시제논리로 BPMN 로세스

모델을 변환하여 토큰 상태를 검증하기 때문에 그래

모델링 객체 속성에 의해 발생되는 구조 이상

상을 검출할 수 있다[16][17]. 하지만 BPMN 모델을 시

제논리로 표 하기 해 각 Model checking 툴의 입력

형식에 맞게 수동 으로 작성해야한다는 문제 을 가

지며, 시제논리 처리엔진에 따라각 Model checking 툴

에서 이상 상 검출 시간이 달라진다는 단 이 존재한

다[17]. 한 수행되지않는 액티비티 이상 상을 검출

하지 못하며 BPMN 로세스 모델의 하 로세스

외처리 패턴은 재까지 시제논리로 표 이 불가하

기 때문에 제한된 모델 패턴 내에서만 이상 상 검출

이 가능하다.

Deep Learning: 최근 격히 발 한 딥러닝을 활용

한 방법으로 정형화된 모델로의 변환 없이 실행 로그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구조 이상 상을 검출하는 방

법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로그 데이터에 기록된 각각의

태스크 실행 기록을 LSTM(Long Short-Term Memory)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 후, 로세스 모델 내부의 태스

크 흐름 측을 통해 구조 이상 상을 검출하지만,

수동으로 라벨링된 많은 양의 로그데이터를 필요로 하

며 재 데드락 이상 상에 해서만 검출가능하다

[18]. 한학습되지 않은 형태의 모델 패턴에 해서는

기존 연구보다 상 으로 낮은 이상 상 검출율로 인

해 완 한 이상 상 검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III. 비즈니스 프로 스 정   및 조적 

상 상 검  법

1. 료  프로 스 통합 리  한 BPMN 반

정  프로 스  

의료기 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들은 안 하고 신

뢰성이 높도록 제공되어야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로

세스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 간 로세스 통합의 경우

에도 정확하고 일 된 방법을 통하여 련 의료 차들

을 지원하고 로세스 작동에 한 완벽성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모호성 구조 불일치가 포함된

BPMN 로세스 모델은 일 인 패턴 형태로 모델이

표 되지 않기 때문에각각의 패턴형태마다 이상 상

검증 방법을 용하여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높아지거

나 WS-BPEL로 변환하기 해 동일한 의미를가진 구

조화된 모델 형태로 변환이 필요하다. [그림 7]은

BPMN 기반의 로세스 모델에서 모델링 객체의 생략

으로 인한 모호성 비구조화 모델에 한 제이다.

그림 7.  포함한 BPMN 반  비 조   및 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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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MN 로세스 모델에서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시

작 이벤트와 종료 이벤트의 경우 생략이 가능한

Optional 모델링 객체로써 로세스의 시작과 종료 지

이 필요한 WS-BPEL로변환 시 모델링 객체의 생략

으로 인한 모호성이 발생될 수 있으며, 다수의 도입 흐

름을 분기시키는 Split 형태의 게이트웨이와 다수의 흐

름을 통합시키는 Join 형태의 게이트웨이는 2개의 게이

트웨이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

여 모델링 객체의 의미 복으로 인한 모호성이 발생될

수 있다. 한 Split 형태의 게이트웨이에 의해 분기된

로세스 흐름이 Join 형태의 게이트웨이와 서로 응

되지 않게 구성되어 WS-BPEL로의 변환 시 블록구조

로의 변환 이상 상 검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모호성 구조 불일치가 제거된 정형화된 로세

스 모델을 설계하기 해서는 모델 설계에사용되는 모

델링 객체, 데이터의 집합인 토큰 처리에 한 정형 의

미를 다룬 모델링 객체의 속성 모델링 객체의 조합

에 의한 구조 규칙 등이 정의되어야 한다. [그림 8]에

서는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에서 사용되는 모델링 객

체를 보여주며 아래에서는 정형 언어로 사용되는 FOL

을 사용하여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을 정의한다.

그림 8. 정  프로 스 에  링 객체

Definition 1)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의 모델링 객

체 속성: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에서 흐름 객체(FO)

인 이벤트, 액티비티, 게이트웨이에 해 토큰 처리 과

정의 정형의미를 다룬 객체 속성을 정의한다.

종류 이벤트 모델링 객체 속성 FOL 표 식

Start
(trigger)

∀e type(e) = start ⇔∃outToken (Trigger(e) ∧ 
Produce(e, outToken) ∧ (outToken ≥ 1))

End
(Result)

∀e type(e) = end → ∃inToken (Consume(e, 
inToken) ∧ Result(e) ∧ (inToken ≥ 1))

IntNF
(Timer)

∀e type(e) = intNF → ∃inToken,outToken 
(Consume(e, inToken) ∧ Wait(e) ∧ Produce(e, 
outToken) ∧ (inToken = outTokene) ≥ 1)) 

IntAD
(exception)

∀e type(e) = intAD → ∃ inToken,outToken 
(Consume(e, inToken) ∧ Error(e) ∧ Produce(e, 
outToken) ∧ (inToken, outToken = 1)) 

 1. 벤트 링 객체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에서 이벤트는 시작 이벤트

(start), 종료 이벤트(end), 독립 으로 사용되는 간

이벤트(intNF), 액티비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간 이

벤트(intAD)로 구성된다. 시작 이벤트는 로세스의시

작을 알리는 trigger 액션의 수행 이후 produce 변수를

통해 다음 모델링 객체로 내보내는 토큰인 outToken을

생성하여 다음 모델링 객체로 토큰을 달하며, 종료

이벤트는 consume 변수에 의하여 이 모델링 객체에

서 들어오는 inToken을 소비한 후 로세스의 결과 값

을 출력하는 result 액션을 수행하여 로세스를 종료

한다. 로세스 간에 독립 으로 사용되는 간 이벤

트는 특정 시간에 도달한 경우 계속 으로 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wait 액션을 수행하며 consume 변수에

의하여 소비되는 inToken 개수와 produce 변수를 통해

생성되는 outToken의 개수가 동일해야한다. 액티비티

에 부착되어사용되는 간 이벤트는흐름 패턴의 외

처리 패턴(exception pattern)을 한 모델링 객체이며

외발생을 알리는 1개의 inToken이 들어왔을 때 외

처리에 한 exception 액션을 수행하고 produce 변수

에 의하여 1개의 outToken만을 생성하게 된다.



한 콘 츠학 논문지 '18 Vol. 18 No. 7184

종류 액티비티 모델링 객체 속성 FOL 표 식

Task

∀a type(a) = task ⇔ ∃inToken,outToken,m,n 
(Consume(inToken, a) ∧ startQuantity(n,a) ∧
(inToken = n) ∧ Service(a) ∧ Produce( outToken, a) 

∧ completionQuantity(m,a)∧ (outToken = m) ∧ 
(inToken, outToken, n, m ≥ 1)) 

Sub-
Process

∀a type(a) = sub-process ⇔ ∃inToken,outToken, 
m,n (Consume(inToken, a) ∧ startQuantity(n,a) ∧

(inToken = n) ∧ sub-process(f-BP) ∧ 
Produce(outToken, a) ∧ completionQuantity(m,a) ∧  
(outToken = m) ∧ (inToken,outToken,n,m ≥ 1))

 2. 액티비티 링 객체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에서 액티비티는 태스크

(task) 하 로세스(sub-process)로 구성된다. 태

스크는 이 모델링 객체에 의해 들어온 inToken을

consume 변수에서 소비한 후 task 내부의 속성

startQuantity에 선언된 n개의 토큰 개수와 inToken 개

수가 동일할 경우에만 해당 service 액션을 수행하게

되며 이후 produce 변수에 의하여 completionQuantity

에 선언된 m개의 토큰 개수만큼 outToken을 생성한다.

하 로세스는 하 계층에서 형성된 정형화된 로

세스 모델인 f-BP에 따라 토큰을 처리하며, 토큰 처리

에 한 내부속성은 태스크 task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종류 Split Join FOL 표 식

Split

∀g type(g) = split ⇔ ∀inToken,outToken, outFlow 
{consume(inToken, g) ∧ (inToken ≥1) ∧ execute(g) 
∧ produce(outToken, g) ∧ (outToken ≥1) ∧ 

(inToken = outToken) ∧ (Split(AND)∨ Split(XOR) ∨ 
Split(OR) ∨ Split(COMPLEX))}

Join

∀a type(g) = join ⇔ ∀inToken,outToken,inFlow 
(Join(AND) ∨ Join(XOR) ∨ Join(OR) ∨ 
Join(COMPLEX)) ∧ consume(inToken, g)  ∧ 
(inToken ≥1) ∧ execute(g) ∧ produce(outToken, g) 
∧ (outToken =1))

 3. Split 및 Join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에서 게이트웨이는 로세스

의 흐름을 분기시키는 Split 형태와 분기된 로세스 흐

름을 병합하는 Join형태로 사용되며 AND, XOR, OR,

Complex를 Split과 Join의 게이트웨이 타입으로 가진다.

Split 형태인 경우 공통 으로 consume 변수를 통하

여 inToken을 소비한 후 실행되며 produce 변수에 의

해 inToken과 동일한 개수인 outToken을 생성하여 각

각의 게이트웨이 타입특성에 따라토큰을 분기하여 내

보내게 된다. Join 형태는 Split 형태의게이트웨이와 반

로 각각의 게이트웨이 타입에 따라 들어온 모든

inToken을 소비하여 병합한 후 produce 변수를 통하여

1개의 outToken만을 생성하여 내보내게 된다.

종류 Split Join 게이트웨이 FOL 표 식

Split
(AND)

Split(AND) ⇔ andSplit(outToken,andCond(outFlow)) 
� andSplit = {outToken(outFl1) ∧ outToken 

(outFl2) ∧....∧ outToken(outFln) ∧ 
(|outFl[1,...,n]| ≥2)}  

� outFlow = {outFl1,outFl2,...,outFln}(n≠0,n>1)
� andCond(outFlow) = {{outFl1} ∧ {outFl2} ∧....

∧ {outFln}}

Split
(XOR)

Split(XOR) ⇔ xorSplit(outToken,xorCond(outFlow)) 
� xorSplit = {outToken(outFl1) ⊕ outToken 

(outFl2) ⊕....⊕  outToken(outFln) ∧ 
(|outFl[1,...n]|≥2)}

� xorCond(outFlow) = {{outFl1} ⊕ {outFl2} ⊕....⊕ 
{outFln}}

Split
(OR)

Split(OR) ⇔ orSplit(outToken,orCond(outFlow)) 
� orSplit = {outToken(outFl1) ∨ outToken (outFl2) 

∨.....∨ outToken(outFln) ∨ (|outFl[1,...n]|≥2)}
� orCond(outFlow) = {{outFl1} ∨ {outFl2} ∨......∨ 

{outFln}}

Split
(Complex)

Split(COMPLEX) ⇔ Split(OR)

Join
(AND)

Join(AND) ⇔ andJoin(inToken,andCond(inFlow)) 
� andJoin = {inToken(inFl1) ∧ inToken (inFl2) 

∧...∧ inToken(inFln) ∧ (|inFl[1,..n]| ≥2)}
� inFlow = {inFl1,inFl2,...,inFln} (n≠0, n>1)
� andCond(inFlow) = {{inFl1} ∧ {inFl2}   

∧......∧ {inFln}}

Join
(XOR)

Join(XOR) ⇔ xorJoin(inToken,xorCond(inFlow)) 
� xorJoin = {inToken(inFl1) ⊕ inToken (inFl2) 

⊕.....⊕  inToken(inFln) ⊕ (|inFl[1,...n]| ≥1)}
� xorCond(inFlow) = {{inFl1} ⊕ {inFl2}⊕......⊕ 

{inFln}}

Join
(OR)

Join(OR) ⇔ orJoin(inToken,orCond(inFlow)) 
� orJoin = {inToken(inFl1) ∨ inToken(inFl2) ∨.....

∨ inToken(inFln) ∨ (|inFl[1,...n]| ≥1)}
� orCond(inFlow) = {{inFl1} ∨ {inFl2}    

∨......∨ {inFln}}

Join
(Complex)

Join(Complex) ⇔ 
c o m p l e x J o i n ( i n T o k e n , c o m p l e x C o n d 
(inFlow,conFlowNum)) 

� conFlowNum = {1,2,......,m} (m≠0) 
� complexCond(inFlow, conFlowNum) 
§ conFlowNum = 1 
  ⇔  {{inFl1} ⊕ {inFl2} ⊕......⊕ {inFln}}

§ 1<conFlowNum<|inFl[1,...n]|
  ⇔ ({inFl1}∨{inFl2}∨......∨{inFln}) 
     ∧ remove(conFlowNum ≠ ({inFl1} ∨  
        {inFl2} ∨......∨ {inFln})))  

§ conFlowNum = |inFl[1,...n]|
  ⇔ {{inFl1} ∧ {inFl2} ∧......∧ {inFln}}

 4. 게 트웨  링 객체   



료  프로 스 통합 리  한 비즈니스 프로 스  정  및 조적 상 상 검증 법 185

게이트웨이 타입이 Split(AND)인 경우 Split 속성을

통해 1개 이상의 inToken이 들어왔을 때 실행되며 연

결된 2개 이상의 모든 방출흐름(outFlow)을 통해 들어

온 개수만큼의 토큰을 내보내게 된다. Split(XOR)의 경

우 연결된 2개 이상의 방출흐름 하나의 방출흐름을

통해서만 토큰을 내보내게 되며 Split(OR)는 방출흐름

OR 조건에 따라 하나 는 하나 이상의 방출흐름으

로 토큰을 내보내게 된다. Split(Complex)는 BPMN 표

에 따라 Split(OR) 게이트웨이와동일한의미를가지

므로 Split(OR)와 동일하게 실행된다.

Join(AND)는 2개 이상의 도입흐름(inFlow)으로

inToken이 들어왔을 때 Join 속성을 통해 실행되며 도

입흐름으로 들어온 모든 토큰을 병합한 후 1개의 토큰

만 내보내게 된다. Join(XOR)는 1개의 도입흐름으로

들어온 inToken을 통해 실행되며 이후 1개의 토큰만

내보내게 되며 Join(OR)의 경우는 OR조건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도입흐름(inFlow)으로 들어온 inToken을

병합한후1개의토큰만을내보내게된다. Join(Complex)

는 BPMN 표 에 따라 Discriminator/N-out-of-M

Join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Join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도입흐름을 통해 토큰을 받아들이는지 설정하는

conFlowNum 조건에 따라 inToken들을 받아들이며 조

건에서 선택되지 않은 도입흐름에서 들어오는 inToken

들은 삭제한다. 즉conFlowNum 조건이 1인 경우 1개의

도입흐름 만받아들이기 때문에 Join(XOR)와동일하게

토큰을 처리하며, conFlowNum 조건이 1보다 크며

inFlow의 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Join(OR)와 동일하

게 토큰을 처리한다. conFlowNum 조건이 모든 도입흐

름 개수와 동일한 경우 모든 도입흐름을 통해 토큰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Join(AND)와 동일하게 토큰을 받

아들인다.

Definition 2)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의 구조 규

칙: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의 구조는 시작 이벤트로

시작되어 종료 이벤트에 의해 로세스가 종료되며 시

작 이벤트와 종료이벤트 사이에는 흐름객체(FO)와 연

결객체(CO)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시 스 패턴(Sequence

Pattern), 분할-병합 패턴(Split-Merge Pattern), 루

패턴(Loop Pattern), 외처리 패턴(Exception Pattern)

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류 정형화 로세스 모델 구조 FOL 표 식

Sequence 

Pattern

∀sp pattern(sp) = seqPattern ⇔ ∀fo,co (cop(fon, 
fon+1)) ∧ cop+1(fon+1, fon+2) ∧......∧ cor(fom-1, 

fom))} (n.m,p.r≠0, 1≤n,p<m,r))

Split-
Merge
Pattern

∀smp pattern(smp) = splitMergePattern ⇔ ∀fo,co 

Branching(fon+1,(cop+1,..,cop+a)) ∧ (seqPattern 
∨ splitMergePattern ∨ LoopPattern) ∧ Mergining 
(fom,(coq,..,coq+a)) (n.m,p.q,a≠0, 1≤n,p<m,q, 1
≤a)

Loop 
Pattern

∀lp pattern(lp) = loopPattern ⇔ ∀fo,co 
Mergining(fon+1,(cop+1,...,cop+a))∧ (seqPattern  
∨ splitMergePattern ∨ LoopPattern) ∧
Branching(fom,(coq,..,coq+a)) (n.m,p.q,a≠0, 1≤
n,p<m,q, 1≤a)

Exception
Pattern

∀ep pattern(ep) = exPattern ⇔ ∀fo,co 
Branching(taskInt(service,intAD(error)), 
(cop+1,cop+2))
� taskINT ⇔ ∀inToken,m, outToken,n,outFlow 
{consume(inToken, a) ∧ startQuantity(n, a) ∧ 
(inToken = n) ∧ action(a)) ∧ 
produce(outToken, a) ∧ completionQuantity(m, 
a) ∧ (inToken,n ≥1) ∧ (outToken, m =1) ∧ 
xorsplitToken(outToken,xorCond(outFlow))} 

 5. 정  프로 스  조적 규칙 

시 스 패턴은 각각의 흐름객체들이 연결객체에 의

해 일렬로 연결되어 로세스를 처리하는 모델 구조이

며, 분할-병합 패턴은 Branching 변수와 Merging 변수

에 선언된 흐름객체가 각각 Split과 Join 형태의 게이트

웨이로 구성되어 연결객체에 의해 분기 병합 로세

스를 처리하는 모델 구조이다. 루 패턴은 분할-병합

패턴과 반 로 Merging 변수와 Branching 변수에 선언

된 흐름객체가 각각 Split과 Join 형태의 게이트웨이로

구성되어 연결객체에 의해 반복되는 로세스를 처리

하는 모델 구조이다. 외처리 패턴은 액티비티에 부착

되어 사용되는 간 이벤트와 태스크가 조합된 taskInt

에 의해 실행되며 외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와 발생되

지 않았을 때의 흐름을 구분하여 로세스를 처리한다.

외처리 패턴은 Split(XOR)을 사용하여 외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연결객체 cop+1로 토큰이 흐르

며 외사항이 발생된 경우는 다른 연결객체인 cop+2

로 토큰이 흐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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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프 법  용한 료  프로 스 

 조적 상 상 검 방법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그래 축소기법은 기존의

크 로우 기반의 그래 축소 기법[4][23]을 확장하여

BPMN 기반의 정형화 로세스 모델을 기 으로 로

세스의 병합, 분산, 반복 토큰의 개수의 증가/감소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구조 이상 상들을 검출

한다.

그림 9. 그래프 법  용한 조적 상 상 검  단계

본 논문의 그래 축소기법은 정형화된 BPMN 로

세스 모델이 입력될경우태스크축소(Task Reduction),

인 게이트웨이 축소(Adjacent Gateway Reduction),

루 게이트웨이 축소(Loop Gateway Reduction), 닫힌

게이트웨이 축소(Closed Gateway Reduction)와 같은

그래 축소 기법을단계별로 용하여 이상 상을 검

출하며이후 로세스 모델이 남아있지 않게된다면 구

조 이상 상 존재하지 않는 모델을 의미한다.

1단계) 태스크 축소: 태스크 축소 단계에서는 시

스 패턴의 모델 구조에서 토큰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이상 상이 발생되지 않는다면모델 내부에사용된 태

스크 는 독립 으로 사용되는 간 이벤트모델링 객

체를 삭제한다. 정형화 모델에서 태스크는 inToken의

개수와 내부 속성인 StartQuantity에 선언된 토큰의 개

수가일치할경우에만실행되며이후CompletionQuantity

에 선언된 토큰의 개수만큼 outToken으로 다음모델링

객체로 토큰을 달하게 된다. 그 결과 이 모델링 객

체로 인해 들어오는 inToken의 개수가 StartQuantity

에 선언된 토큰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조

이상 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이

에 선언된 모델링 객체의 outToken의 개수와

StartQuantity에 선언된 토큰의 개수가 일치하는 경우

에만 련 태스크들을 삭제시키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outToken 개수가 StartQuantity 보다 큰 경우 데드락

이상 상 발생을 알리고 반 로 CompletionQuantity

의 개수 보다 StartQuantity에 선언된 토큰의 개수가

작은 경우 동기화의 부족 이상 상 발생을 알린다. 독

립 으로 사용되는 간 이벤트 모델링 객체는 이 에

선언된 모델링 객체의 outToken의 개수와 상 없이 실

행되기 때문에 구조 이상 상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삭제시킨다.

그림 10. 태스크 

2단계) 인 게이트웨이 축소: 태스크 축소 단계가

용된 로세스 모델에서는 분할-병합 패턴, 루 패

턴, 외처리패턴을 구성하는 Split과 Join 형태의 게이

트웨이만 남게 된다. 분할-병합 패턴과 루 패턴은 각

각의 구조 내부에 다른 분할-병합 루 패턴을

하 구조 형태로 가질 수 있으므로 상 구조에서 사용

되는 Split과 Join 형태의 게이트웨이들이 하 구조에

서 사용되는 게이트웨이들과 인 하여 치할 수 있다.

그림 11. 접 게 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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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게이트웨이 축소 단계에서는 분할-병합 패턴과

루 패턴에서 사용되는 Split 는 Join 형태의게이트

웨이들이 선행 는 후행되는 게이트웨이들과 동일한

유형인 경우 도입흐름과 방출흐름으로 사용되는 연결

객체를 삭제하여 선행 는 후행되는 게이트웨이와 연

결한 후 해당 게이트웨이를 삭제시킨다.

3단계) 루 게이트웨이 축소: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에서 루 패턴은 특정 로세스의 반복을 수행하

는 구조로써 Merging에서 사용되는 Join 형태의 게이

트웨이에서 시작되어 Branching에서 사용되는 Split 형

태의 게이트웨이에서 종료된다. 그러므로 루 패턴에

서는 Join 형태의 게이트웨이가 항상 LHS(Left Hand

Side)에 치하고 Split 형태의 게이트웨이는

RHS(Right Hand Side)에 치하여 한 의 형태를 이

룬다. 그 결과 루 패턴에서는 한 을 이루는 Join 형

태와 Split 형태의게이트웨이 타입에따라 구조 이상

상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림 12]에서는 루 패턴에서

Join 형태와 Split 형태의 게이트웨이 타입에 따른 게이

트웨이 진리표를 보여 다.

루 패턴에서는 Join 형태의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다수의도입흐름들 루 구조를 형성하는흐름이 아

닌 이 에 사용된 모델구조와 연결된 도입흐름을 통해

서만 토큰이 입력되어 로세스가 시작되게 된다. 그러

므로 하나 는 하나 이상의 도입흐름을 통해 토큰이

들어왔을 때 실행되는 Join(OR)는 다수의 도입흐름

하나의 도입흐름을 통해서만 토큰이 들어왔을 때 실행

되는 Join(XOR)와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 그 결과

Join(OR)와 Join(XOR)가 Split형태의 게이트웨이와

을 이룰 때의 게이트웨이 진리표의 값은 서로 동일한

형태로 구성된다. 한 Join 형태 게이트웨이가

N-out-of-M Join 형태인 Complex 타입이 사용될 경우

conFlowNum 조건에 선언된 개수만큼의 도입흐름을

통해 토큰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conFlowNum 조건의

N이 1일 경우 하나의 도입흐름을 통해서만 토큰이 들

어가는 Join(XOR)와 게이트웨이 진리표 값이동일하며

conFlowNum에서 N이 1보다 클 경우 Join(AND)와 동

일한 게이트웨이 진리표 값을 가진다. 그 결과, Join 형

태 게이트웨이가 XOR XOR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OR, Complex (N=1)로 사용되었을 때 Split형태 게이트

웨이가 XOR 타입으로 한 을 이룰 때에만 정상 으

로 로세스가 실행되며, 그 지 않을 경우 게이트웨이

진리표 값에 의하여 데드락 는 무한 루 이상 상

이 발생된다.

그림 12. 루프 에  게 트웨  진리  

루 게이트웨이 축소 단계에서는 LHS에 치하는

Join 형태의 게이트웨이가 XOR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OR, COMPLEX (N=1)로 사용되었을 때 XOR 타입의

Join 게이트웨이로 변형하며, LHS에 치하는 Join 형

태의 게이트웨이와 RHS에 치하는 Split형태의 게이

트웨이가 동일하게 XOR 타입의 게이트웨이일 경우 반

복 구조를이루는 루 패턴을 삭제하여 그래 를 축소

시킨다. 이와반 로 LHS에 치하는 Join 형태의 게이

트웨이와 RHS의 Split형태 게이트웨이가 XOR 타입으

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게이트웨이 타입에

따른 구조 이상 상 발생을 알린다.

그림 13. 루프 게 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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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닫힌 게이트웨이 축소: 닫힌 게이트웨이 축

소 단계에서는 분기 병합 구조로 구성되어 로세스

를 처리하는 분할-병합 패턴을 검증 후 구조 이상

상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련 게이트웨이 을 삭제하

는 단계이다. 정형화된 로세스모델에서의분할-병합

패턴은 Branching에서 사용되는 Split 형태의 게이트웨

이에서 시작되어 Merging에서 사용되는 Join 형태의

게이트웨이에서 종료된다. 그결과 Split 형태의 게이트

웨이는 항상 LHS에 치하며 Join 형태의 게이트웨이

는 RHS에 치하여한 의 형태를이루게된다. 그결

과 분할-병합 패턴에서는 루 패턴과 마찬가지로 한

을 이루는 Split 형태와 Join 형태의 게이트웨이 타입

에 따라 로세스가 정상 으로 실행되거나 는 구조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림 14]에서는 분할-병합

패턴에서 Split 형태와 Join 형태의 게이트웨이 타입에

따른 게이트웨이 진리표를 보여 다.

그림 14. 할-병합 에  게 트웨  진리  

분할-병합 패턴에서는 게이트웨이 진리표를 통해

AND Complex (N>1) 타입의 Join 게이트웨이가

RHS에서 사용될 경우 LHS에서 사용되는 선행 Split

게이트웨이가 Split(AND)일 경우에만 정상 으로 로

세스가 실행됨을 알 수 있으며, Join(XOR)가 RHS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LHS에서 사용되는 선행 Split 게이트

웨이가 Split(XOR)일 경우에만 정상 으로 로세스가

실행됨을 알 수 있다. 한 Join(OR)와 Join(Complex)

(N=1)이 RHS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LHS에서 사용되는

선행 Split 게이트웨이의 타입과 상 없이 모두 정상

으로 로세스가 실행됨을 알 수 있다. 이 이외의 모든

경우에 해서는 LHS의 Split 형태의 게이트웨이와

RHS의 Join 형태의 게이트웨이의 타입에 따라 데드락

는 동기화의 부족 이상 상이 발생된다.

닫힌 게이트웨이 축소 단계에서는 LHS의 Split 형태

의 게이트웨이와 RHS의 Join 형태의 게이트웨이의 타

입에 따라 정상 으로 실행되는 경우 분할-병합 패턴

을 구성하는 게이트웨이를 삭제하여 그래 를 축소시

키며, 그 지 않을 경우 각각의 게이트웨이 타입에 따

른 구조 이상 상 발생을 알린다.

그림 15. 닫힌 게 트웨    

IV. 사례 연  및 실험

1. 사례 연

본 장에서는 12개의 도매인으로 분리된 IHE 로

일 가장 넓은 역을 지원하고, 우선 으로 연구되

었던 Radiology 분야에 해 을 맞춰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을 제시하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그래

축소 기법을 용하여 구조 이상 상을 검출한다.

IHE 로 일의 Radiology 분야는 X-Ray, CT, MRI

등의 상진단장비들을 활용하여 환자의 질병 진단을

담당하는 분야로 환자의내과 는외과 치료에 모

두 필요로 하며 타 의료기 으로의 환자 원 진단

의뢰로 발생되는 환자정보 공유에 한 의료기 간의

통합 로세스에서도 요도가 높은 분야이다. IHE

로 일의 Radiology 분야에서는 병원의 행정 업무를 처

리하는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상 진단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RIS(Radiology Information

System), 획득된 의료 상들을 장 검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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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ACS(Picture Achieving and Communication

System)등과 같이 개별 으로 운용되는 의료정보시스

템들 간의 정보교환을 한 로세스를 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IHE 로 일의 기술 구 을 한 IHE

Technical Framework에서는 ADT (Admit/Discharge/

Transfer), Order Placer, Order Filler, Image Manager,

Acquisition Modalities 등으로 내부 로세스를 분할하

여 Actor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Actor들 간의 상호작용

에 따른 정보 흐름을 트랜잭션이라고부르며 실행을

해 업무의흐름을 공통의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로 표

하여 웹서비스 게이트웨이에 치한 BPMS에 용

하게 된다. IHE 로 일 Radiology 분야에서 사용되

는 시스템 별 Actor, Transition, Data Type들은 [표 6]

과 같으며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로 표 할 경우 [그

림 16]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에 한 FOL기반의 내부 속

성 지정 구조 이상 상을 검출하기 해 Java 1.8,

JGraph를 기반으로 로토타입 시스템을 구 하 다.

[그림 17]은 로토타입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보여

주며 각각의 모델링객체 속성들은 FOL을 기반으로 내

부 으로 선언된다.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에 한 구조 이상 상 검

증을 해 그래 축소 기법 가장 먼 수행되는 태

그림 16. IHE 프로  Radiology 정  프로 스 

System Actor Transaction Data Type

HIS

ADT

[RAD-1] 

Patient Registration

HL7 ADT^A01, 

A04,A05,A11,A38

[RAD-12] 
Patent Update

HL7 
ADT^A02,A03 

A06,A07,A08,A40

Order 
Placer

[RAD-2] 
Place Order Management

-New/Cancel

HL7 ORM

RIS

DSS
Order 
Filler

[RAD-3] 
Filler Order Management

-Cancel/Update
HL7 ORM

[RAD-4] 
Procedure Schedule

HL7 ORM

[RAD-13] 
Procedure Update

HL7 ORM

[RAD-10]
Process Order

HL7 ORM

PACS
Image 
Manger

[RAD-8] 
Modality Image Stored 

DICOM C-Store

[RAD-9] 
Modality Presentation 

Stored 
DICOM C-Store

[RAD-11]
Send Procedure Info.

Dicom C-Store

Modality
(X-Ray, 

CT,MRI)

Acq.
Modality

[RAD-5] 
Query Modality Work 

Lists

DICOM
MWL 

[RAD-6] 
Modality Procedure Step

-In Progress

DICOM
MPPS N-Create

[RAD-7] 
Modality Procedure Step

-Completed

DICOM
MPPS N-Set

[RAD-14] 
Send Modality 
Completion Info

DICOM
MPPS N-Set

 6. 시스  별 Actor, Transaction, Data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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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축소를 용하게 되면 구조 이상 상을 포함하

지 않는 태스크들은 삭제되지만 HIS의 Order Filler에

서 수행되는 [RAD-2] Place Order Management -

New 태스크의 StartQuantity와 PACS의 Image

Manager에서 수행되는 [RAD-11] Send Procedure

Info. 태스크의 StartQuantity가 각각의 선행 모델링 객

체들에서 출력된 토큰의 개수보다 큼으로써 로세스

모델 내에 남게 됨으로 데드락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7. 프로 타  시스  스  

그림 18. 태스크  단계가 적용  프로 스 

종류 FOL 기반 태스크 표 식

[RAD-2] 
Place Order 
Management

-New

Consume(inToken =1, [RAD-2]) ∧ startQuantity 
(n=2,[RAD-2]) ∧(inToken ≠ (n=2)) ∧ Service 

([RAD-2]) ∧ Produce(outToken=1, [RAD-2]) ∧ 
completionQuantity(m=1,[RAD-2])∧  (outToken = 1 
= (m=1)) -> Deadlock

[RAD-11] 
Send 

Procedure 

Info.

Consume(inToken =1, [RAD-11]) ∧ startQuantity 
(n=3,[RAD-11]) ∧(inToken ≠ (n=3)) ∧ Service 
([RAD-11]) ∧ Produce(outToken=3, [RAD-11]) ∧ 

completionQuantity(m=3,[RAD-11])∧  (outToken = 3 
= (m=3)) -> Deadlock

 7. 태스크에 한 FOL 반 큰 개수 별

인 게이트웨이 축소, 루 게이트웨이 축소, 닫힌

게이트웨이축소 등 나머지 그래 축소 기법들을 모두

용하게 되면 최종 으로 [그림 19]와 같은 결과를 도

출하게되며 게이트웨이 타입에 따른 데드락, 동기화의

부족, 무한루 등의 구조 이상 상이 로세스 모

델 내부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9. 그래프 법   적용  프로 스 

2. 실험

본 논문에서 제시된 구조 이상 상 검출 방법은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 내부에서 사용되는 태스크

시 스 패턴, 분할-병합 패턴, 루 패턴, 외처리 패

턴과 같은모델 패턴들을 모두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실

험 결과 값은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의 크기에의존되

며 이에 따라 이상 상 검출 시간도 증가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제시한 알고리즘의 성능평가를 해 구조

이상 상 검출 정확도와 이상 상 검출 시간에

하여 Petri-net, Graph Reduction, Model Checking 방

법과 비교 실험을 수행하 다.

평가 실험을 해 [표 8]과 같이 로세스 모델 내부

의 태스크 패턴들이 일정하게 증가되는 총 5개의 정

형화된 로세스 모델을 타입 별로 분류하여 사용하

으며 BPMN 모델링 객체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4

가지의 구조 이상 상에 한 테스트 이스를 각

모델 타입에 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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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태스크
개수

분할-병합
패턴 개수

루 패턴
개수

외처리
패턴 개수

하 로세
스 개수

Type A 20 12 4 4 7

Type B 30 18 8 6 14

Type C 40 24 10 8 21

Type D 50 30 14 10 28

Type E 60 36 18 12 35

 8. 능평가  한 프로 스  타

모델 데드락 동기화의 부족
수행되지않는
액티비티

무한루

Type A 5 3 5 1

Type B 11 7 9 3

Type C 18 11 8 5

Type D 21 19 8 7

Type E 27 25 21 10

Total 82 65 51 26

 9.  타 에  조적 상 상 스크 케 스

[그림 20]과 [그림 21]은 4가지의 구조 이상 상에

한 검출 정확도 이상 상 검출 시간에 한 비교

실험 결과를 보여 다.

그림 20. 조적 상 상 검  정 도 결과

그림 21. 조적 상 상 검  시간

검출 정확도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조

이상 상검출방법은테스크 이스의 모든 구조 이

상 상들을 검출할 수 있었으며 Petri-net, Graph

Reduction, Model Checking 방법보다 상 으로 가장

좋은 검출 정확도를 보 다. Petri-net의 경우 4가지 구

조 이상 상들을 모두 검출 가능하 으며 수행되지

않는 액티비티 무한루 의 경우테스트 이스의 모

든 이상 상들을 검출하는 우수한검출 정확도를 보여

주었지만 OR와 Complex 타입의 게이트웨이 테스크

속성에 의한 토큰 증가 감소에 한 표기를 지원하

지 않기 때문에 데드락과 동기화의 부족 이상 상 검

출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보다 각각 29%

43% 낮은 검출 정확성을 보 다. Graph Reduction의

경우 하 로세스 루 구조에 의한 이상 상 검

출이 불가능하여 데드락과 동기화의부족 이상 상에

한 검출만 가능하 다. 검출과정에서도 하 로세

스에 존재하는 이상 상들은 검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Petri-net보다 상 으로 낮은 검출 정확도를 보 으

며 태스크내부속성에 의한 토큰 증가 감소 한검

증 과정에서지원하지않으므로 본논문에서 제안된 방

법보다 각각 59% 45% 낮은 검출 정확성을 보 다.

Model checking의 경우 시제논리에 의해 그래 모

델링 객체 속성을 통해 발생되는 구조 이상 상을

검출할수 있으므로 Petri-net과 Graph Reduction 보다

높은 검출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하 로세스

외처리패턴으로인한 구조 이상 상을검출하

지 못하기때문에 데드락과 동기화의부족 이상 상의

경우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보다 각각 23% 14%

낮은 검출 정확성을 보 으며 Model checking은 상태

탐사(state exploration) 기법을 기반으로 수행 흐름에

따라 오류를검증하기때문에 수행흐름에 포함되지 않

는 수행되지 않는 액티비티 이상 상의 경우 검출이

불가능하 다.

구조 이상 상 검출시간에 한 실험 결과에서는

Petri-net의 경우 로세스모델 내부의구조 이상

상들을 모두 검출 가능했지만 태스크와 패턴이 증가하

게 됨에 따라 Large-scale 모델의 상태폭발문제가 발생

되어 이상 상 검출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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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 Reduction 방법의 경우 상 으로 빠른 검출

시간을 보여주었지만 하 로세스 루 구조를 지

원하지못하기 때문에 다수의 구조 이상 상들이

락되는 경우가 발생되었으며 Model Checking 방법의

경우 Petri-net 방법 보다는 이상 상 검출에 은 시

간이 걸렸지만 이는 하 로세스 외처리 패턴에

한 이상 상검출을 Model Checking 방법에서 지원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된

그래 축소기법을 이용한 구조 이상 상 검출방법

은 Petri-net, Graph Reduction, Model Checking 방법

보다 평균 으로 각각 567%, 54%, 208%의 검출 시간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으며 로세스 모델의 모든 패턴

하 로세스 등이 사용된 로세스 모델에서 구조

이상 상을 모두 검출할 수 있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 들 간의 로세스 통합 리

를 해 정형기법에서 사용되는 FOL을 활용하여 모호

성 구조 불일치가제거된BPMN 기반의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을 제시하 으며 모델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이상 상을검출하기 해기존 워크 로우 기반

의 그래 축소 기법을 변형한 구조 이상 상 검출

방법을제시하 다. 사례연구를통해 IHE 로 일 기

반의 정형화된 로세스 모델 내부의 이상 상 검증을

수행하 고 기존 방법과의 성능비교 평가를통해 향상

된 처리속도를 보임으로써 구조 이상 상검출 도구

로서의 유효성을 입증하 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로세스 내부에서 발생 될 수 있는 구조 이상 상만

을 고려하 기 때문에 로세스실행 시 로세스 내부

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

게 삭제 는 복 되는 데이터들에 의한 오류들은 검

증되지 못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IHE 로 일 기반의 통합 의료 기

로세스 내부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분

석하고 데이터에 따른 이상 상들을 검출하여 BPMS

에 용시 발생될수 있는 모든 이상 상들을 검출 할

수 있도록 수정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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