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에 대한 많은 관심은 표준의 필요성을 제기함BPM

과 동시에 제정된 표준의 보급을 위한 적절한 적용
방법론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로세스 모형화 측면에서

표준을BPMN(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자사 솔루션 개발에 적용하고자 하는 벤더BPMS

들에게 유용한 적용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
로 시각화 의미론 구현 호환성 등의 관점에서, , , 4

단계의 표준 적용 수준을 정의하고 각 단계에서의,

수행 방법론과 이슈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솔루션 벤더들이 자사의 BPMN

표준 적용 수준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서 유용한 참조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

프로세스를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들의 조직화 로“ ”

정의한다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기업 이윤 창출, “

에 필요한 활동들의 체계화 로 규정지을 수 있다” .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업무 필요에 따라 임
의로 도입되고 기록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지, ,

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규모가 큰 조직은 수백. ,

수천 개의 비정형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유하
고 있으며 프로세스 실행은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과 담당자의 능력에 의존하는
수동 업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업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비
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PM : Business Process

개념이 도입되었다Management) .

이러한 을 도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비즈니BPM

스 프로세스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비즈니스 프로
세스를 관리하고자 하므로 솔루션 제공 업체, BPM

는 프로세스 정의로부터 개선을 위한 분석 기능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프로세스 모형화 프로세스 검증 및 최적화-> ->

프로세스 실행과 운영 모니터링과 통제 측정-> ->

과 분석 프로세스 개선 등의 주기가 반복되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한다.
솔루션에 요구되는 기능은 다양하나 현실BPM ,

적으로 표준은 일부 기능에 중복되어 정의되BPM

고 있는 실정이다. Business Integration Journal and

에서 년에 제공한Alternative Technologies 2004 “BPM

를 보면 현 관련 표준들은 프로세Wall Chart" , BPM

스 모형화 프로세스 실행과 운영 모니터링과 통제, ,

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프로.

세스 검증 및 최적화 측정과 분석 프로세스 개선, ,

등의 활동은 기업 내부의 상황과 규칙에 의해 기업
마다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표준을
제정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각 활동별.

관련 국제 표준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프로세스 모형화: BPMN, IDEF0, IDEF3, PSL,
UML 2.0

� 프로세스 실행과 운영: BPEL4WS, BPML, BPSS,
XPDL, WSCI

� 모니터링과 통제: BPQL, BAML

본 논문은 이러한 여러 표준 중 프로세스 모형
화 측면과 관련한 주요 표준으로서 을 솔루BPMN
션 개발에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위한 지원 방
법론을 다루고 있다.

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을 시각화하BPMN
고자 하는 표준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
적을 가지고 있다.

�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가로부터 개발자에 이르
는 모든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기
법을 제공함

� BPEL(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같은 기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실행언어XML
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시각화하고자 함

따라서 을 자사 솔루션 개발에 적용하고, BPMN
자 하는 업체는 표준 정의 그래픽 객체들의 모델링
과 이의 교환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준수를 요
구받는다 그러나 이 상기 목적을 가지고 있. , BPMN
는 프로세스 모델링의 주요 표준이지만 실제적인,

솔루션이 갖추어야 할 프로세스 모델링 모듈BPM
의 기능을 모두 지원하고 있지 않은 것 또한 사실
이다 따라서 벤더 입장에서는 표준. , BPM BPMN
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맞추어 적,
용할 수 있는 부분과 다른 표준을 참조하거나 혹,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표기 표준의 적용 방법론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표기 표준의 적용 방법론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표기 표준의 적용 방법론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표기 표준의 적용 방법론BPMS

An Adopting Methodology of 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Standar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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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체 개발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
다.
한국전산원 보고서 에서 제시하였던(2003)

기술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살펴보면 프로BPMS .
세스 모델링은 의 상단에 위치한Process Layer
Process Modeling, Process Change Management,

에 관여한Role Management, Process Repository
다 은 프로세스 시각화에 초점을 맞춘 표준. BPMN
으로서 이 중 기능만을 지원하Process Modeling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rocess Change

와 는 관련 표Management Role Management BPM
준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솔루션 벤더
의 몫으로 남는다 그리고 는. , Process Repository
프로세스를 조직의 지식으로 인식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프로세스에 대한 질의와 검색 관점
에서 과BPQL(Business Process Query Language)
관련성이 있다.

이 지원하고 있는 기BPMN Process Modeling
능도 세부 기능 요소로 들어가면 모든 것을 지원,
한다고 볼 수 없다 도구가 가져. Process Modeling
야 할 세부 기능은 도구 제작 업체나 정의하는 관
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솔루션 선정시의. BPM
평가 요소에 관한 전산원 보고서 를 참고로(2004)

가 갖추어야 할 세부 기능들과Process Modeler
의 지원 여부를 정리하면 표 과 같다BPMN < 1> .

표 프로세스 모델기능에 대한 지원< 1> BPMN

기 능 요구 사항 지원BPMN

GUI

비즈니스 분석가도 쉽
게 정의할 수 있는 그
래픽 도구 제공

개의 범주로4

그래픽 요소
제공

중첩프로
세스정의

반복적으로 사용되거
나 복잡한 프로세스를
추상화할 수 있는 하
위프로세스 제공.

명 시 적 으 로
“sub process"

객체를 제공한
다.

라우팅옵
션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
스간의 복잡성을 표현
하기 위한 다양한 라
우팅 제공

개의 워크플21

로우 패턴을
모두 지원한
다.

우선순위
프로세스 및 단위업무
들에 상대적인 중요도
를 할당

지원하지 않는
다.

프로세스
입출력

프로세스 정의의 재사
용을 위한 프로세스
모델의 입출력 지원

로의BPEL4WS

변환 방법론을
지원한다.

무결성입
증

정의된 프로세스의 신
뢰성을 높이고 무결성
을 검사

지원하지 않는
다.

활동정의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단위 업무의 세부 사
항을 정의

활동 객체의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지원

결국 을 적용하고자 하는 벤더는, BPMN BPMN
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만을 명확히 구별하여 준수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장에서 표준과 워크플로우 패턴을 알아보2 BPMN
며 장에서 표준 적용 방법론을 제시한다 제시된, 3 .

방법론에 따라 이어지는 장과 장에서 각각의 단4 5
계별 가이드라인과 템플릿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6 .

모델링 표준모델링 표준모델링 표준모델링 표준2.

워크플로우 패턴워크플로우 패턴워크플로우 패턴워크플로우 패턴2.1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는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가지는 일정한 패턴에 관한 연구가
있어왔다 그 중 는 워크플로우에서. Van der Aaslst

사용되는 패턴을 프로세스의 흐름과 관련된 통제
패턴 활동 수행에 입출력으로서의 데이터 패턴 활, ,

동 수행에 필요한 요소로서의 자원 패턴 등으로 구
분하였다 본 논문은 그 중 워크플로우의 흐름과.

연결된 통제 패턴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 방BPMN

법을 검토하였다.
워크플로우 통제 패턴은 크게 볼 때 기본 패턴,

고급 패턴 구조 패턴 복수 인스턴스 패턴 상태, , ,

패턴 취소 패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패턴별, .

상세 패턴은 다음과 같다.

� 기본 패턴 작업 흐름을 기술하는 가장 기본적:

인 형태로서 활동 수행의 순차성을 표현하는 순
차 활동의 분기 방식과 관련된 병렬분(sequence),

기 배타분기 와 분(parallel split), (exclusive choice)

기 경로의 결합을 표현하는 동기화
단순결합 등을(synchronization), (simple merge)

포함하고 있다.
� 고급 패턴 기본 패턴보다 복잡한 분기와 결합:

을 표현하는 형태로서 고급 분기와 관련된 복수
선택 와 고급 결합과 관련된 동(multiple choice)

기결합 복수결합(synchronizing merge), (multiple

판별 부분결합merge), (discriminator), (n-out-of-m

등이 있다join) .

� 구조 패턴 워크플로우 모델의 구조성에 관련된:

형태로 임의순환 암묵적종료(arbitrary cycle),

등이 있다(implicit termination) .

� 복수 인스턴스 패턴 복수개의 워크플로우 인스:

턴스의 흐름과 관련된 형태로서 동기형복수인스
턴스 설계시복수인(MI requiring synchronization),

스턴스(MI with a priori design time knowledge),

실행시복수인스턴스(MI with a priori runtime

임의복수인스턴스knowledge), (MI with no a

등이 있다priori knowledge) .

� 상태 패턴 워크플로우상의 상태에 기반하여 활:

동을 수행하는 형태로 지연분기(deferred choice),
임의라우팅 마일스톤(interleaved parallel routing),

등을 포함한다(milestone) .

� 취소 패턴 취소와 관련된 형태로서 활동취소:

와 프로세스취소 등(cancel activity) (cancel case)

이 있다.

각 패턴별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에 기술되어 있다http://www.workflowpattern.com .

표기법표기법표기법표기법2.2 BPMN

관련 표준화 단체인 는 는 년BPM BPMI BPMI 2004

월 표준을 발표하였다 은 그래5 BPMN 1.0 . BPMN

픽 기반의 프로세스 모델링 방법론으로서 모든 비
즈니스 프로세스 관련자들이 쉽게 프로세스를 이해
할 수 있는 모델링 요소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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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은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다이어그램BPMN

을 정의한다(BPD: Business Process Diagram) . BPD

는 플로우차트 기법에 기반을 둔 그래픽 요소들로
구성된다 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쉽게. BPMN

생성할 수 있게 지원하는 동시에 또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의 고유한 복잡성과 의미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은 다음과 같은 가지 범주 체계를 기본BPMN 4

으로 하여 그랙픽 요소들을 정의하고 확장한다.

� 프로세스 노드를 구성하는 핵심Flow Objects:

요소
� 를 연결하는 요Connecting Objects: Flow Objects

소
� 프로세스 수행 주체의 구분을 위한Swimlanes:

요소
� 프로세스 문맥을 표현하는 부가 요소Artifacts:

프로세스 흐름은 실질적으로 와Flow Object

를 통해 모델링되고 은Connecting Object , Swimlane

프로세스 수행 조직간을 구분하기 위한 경계선 역
할을 한다 그리고 는 프로세스 수행 중의. , Artifacts

데이터나 문서 주석 등의 부가적인 수행 정보를,

표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각 범주별 핵심 객체.

들을 살펴보면 표 와 같다< 2> .

표준 도입 방법론표준 도입 방법론표준 도입 방법론표준 도입 방법론3.

은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기 위한 다양한 그래BPMN

픽 객체들과 이들의 사용 규칙 그리고 확장 허용,

구조 및 호환에 대한 고려를 담고 있다 이러한.

표준 내용을 적합하게 구현했는지를 평가하BPMN

기 위하여 시각화 적합성 의미론 구현의 적합성, , ,

호환 적합성 등의 가지 측면에서 적합성 지침들을3

나열하고 있다.
표준에서 제시한 적합성 지침을 준수하여 표준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 시각화 적합성 그래픽 객체를 확장할 경우에:

는 시각화 측면만이 아니라 다른 그래픽 객체들
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엄밀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각화 적합성 측면에서 볼 때. , ,

솔루션 개발 업체의 필요에 따른 그래픽 요소의
확장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표준 적용 이슈
가 될 수 있다.

� 의미론 구현의 적합성 비교적 방대한 분량의:

표준 문서는 솔루션 개발 업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의미론 구현의 적. ,

합성 측면에서 볼 때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성,

능력 관점에서 핵심적인 객체와 속성들을 구분
해 내는 것이 개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측면
이 될 것이다.

� 호환 적합성 구현 도구간에 프로세스: BPMN

다이어그램을 교환하기 위한 중립 파일은 표준
에서 제시한 과 전용 스키마 그BPEL4WS XML ,

리고 를 활용할 수 있다 전용 표, XMI . BPMN

준의 제정은 중복적인 노력이 될 수 있BPMN

으므로 호환 적합성 측면에서 볼 때, , BPEL4WS

와 로의 교환을 비교한 후에 의사결정을 통XMI

해 구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기 언급된 적합성 측면에서의 표준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단계, 4

로 표준 적용 수준을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표준,

을 적용할 것을 추천하고자 한다.

� 핵심 객체 구현 단계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링 도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프로세스,

패턴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심 객체들만
을 적용한다.

� 표준 객체 구현 단계 단계에서 언급한 핵심: 1

객체를 포함한 표준에서 정의한 모든 표BPMN

준 객체들을 구현하는 단계이다.
� 프로세스 호환 단계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호:

표 핵심 객체 집합< 2> BPMN

범
주

요 소 설 명
그래
픽

흐름

객체

이 벤
트
event

프로세스 수행상 발생하는“ ”

것을 의미하며 원 으로 표현“ ”

한다 시작 경과 종결 이벤. , ,

트 등이 있다.

활동
activit

y

기업이 수행하는 실질적인
활동 이다 단일 활동인“ ” .

와 중첩활동인“task" ”sub

로 나뉜다process" .

분기
gatewa

y

다이어몬드 형태로 분기와 결
합을 표현한다. AND, OR,

등을 표현할 수 있다XOR .

연결

객체

순서
sequen

ce

실선으로 표현하며 프로세스,

상에서 수행되는 활동들의 순
서를 의미한다.

메 시
지
messa

ge

독립된 조직의 메시지 교환을
위해 사용된다 기업간 프로.

세스 결합에 사용된다.

연관
associ

ation

점선으로 표현되며 흐름객체,

와 정보 객체를 연결한다 보.
통 활동의 입출력을 표현한/

다.

조직

객체

영역
pool

프로세스 참여자들의 공간을
의미한다 조직간 기업간 경.

계를 구분한다.

구 분
선
lane

영역내에서의 하위 구분자로
서 단일 기업을 세분화할 때,

사용된다.

정보 데 이 활동의 입출력 데이터로서 연

객체

터
data

관객체를 통해 활동과 연결된
다.

그룹
groupi

ng

프로세스 흐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다만 분석 목,

적으로 여러 요소들을 묶는
다.

주석
annota

tion

에 관한부가적BPMN diagram

인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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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위해 중립 파일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단계이다.

� 프로세스 확장 단계 프로세스 객체들을 확장:

하고 정의하는 방법론을 추가하는 단계이다.
표준 자체에서도 로 다루고 있BPMN open issue

는 부분으로서 앞으로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중 단계인 표준 객체 구현 단계는 표준을2

직접 참조하면 되고 단계는 향후의 연구과제로서, 4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단계에 대해서. 1, 3 4, 5

장에서 각각을 다루었다

핵심 객체 구현 단계핵심 객체 구현 단계핵심 객체 구현 단계핵심 객체 구현 단계4.

핵심 객체 구현 단계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도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프로세스 패턴,

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심 객체들만을 적용
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는 주요 워크플로우 패턴의.

대상으로 등이 워크플로우 시스, Wil van der Aalst

템이나 표준의 프로세스 표현 능력을 평가하BPM

기 위해 만든 가지 패턴을 활용하였다 각 패턴21 .

별 핵심 구현 객체를 제시하는 것은 지면 사정상
어려우므로 전산원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참2005

조하기 바란다 각 패턴별 구현에 필요한 객체와.

속성을 정리하면 표 과 같다 표에서 알 수 있< 3> .

듯이 그래픽 객체의 정의된 속성의 약 정도의50%

필수 속성으로 가지 워크플로우 패턴을 정의할21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그래픽 객체의 필수 속성< 3>

프로세스 호환 단계프로세스 호환 단계프로세스 호환 단계프로세스 호환 단계5.

프로세스 호환은 솔루션간의 프로BPMN-compliant

세스 호환을 의미한다 공통 노테이션 표준으로서.

을 적용해도 솔루션간의 노테이션의 구현 차BPMN ,

이와 내부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작동 방식의
차이는 필연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솔루션간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교환하기 위한 중립 파일을
만드는 방법으로 가지 가능성2 -BPEL4WS,

을 검토하였다XMI(XML Metadata Interchage) - . 21

가지 워크플로우 패턴에 대한 변환 템플릿을 작성
하였으며 이 중 변환은 표준을 비롯하여 기BPEL

존 많은 연구가 있던 분야로서 그 중 에 자세[25]

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 XMI

변환에 초점을 맞추어 변환 템플릿을 작성하였다.
이어지는 절에서 각 패턴별 변환 방식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자.

기본 패턴기본 패턴기본 패턴기본 패턴3.13.13.13.1

기본 패턴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순차
이다 그림 은 활동이 순차적(sequence) . < 1> A,B,C

으로 수행되는 것을 으로 표현한 것이다BPMN .

AAAA BBBB CCCC

그림 순차 표현< 1> BPMN

그림 의 순차 활동을 표현으로 변환하면< 1> XMI

그림 와 같다< 2> .

그림 순차 표현< 2> XMI

세 개의 활동 를 정의하고 를 연A,B,C , A-B, B-C

결하는 순서 객체를 정의하여 표현하였다 변환 템.

플릿은 다음 몇 가지 규칙에 의해 수행되었다.

� 모든 속성을 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엘id xmi:id

리먼트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인스턴스를 가지는 객체는 엘리먼트로 객XML

체의 속성은 애트리뷰트로 표현된다.
� 는 여러 개의 로 구성되며 하나의BPD Pool , Pool

은 한 개 이하의 를 가진다 그리고Process . ,

내에 그래픽 객체들을 중첩엘리먼트로Process

처리한다.
� 객체와 객체간의 연관관계 은 속성으(association)

로 처리되며 속성값으로서의(global relationship),

모델링 객체
총 속성
개수

필수 속
성 개수

Business Process Diagram 11 3

Pool 8 5

Lane 6 3

Process 14 5

Event 37 18

Gateway 34 17

Activity 26 15

Sub-process 19 8

Task 23 5

Sequence Flow 9 6

Message Flow 7 5

Association 7 5

10 6Artifacts

<BPD xmi:id="_bpd" Name="Sample BPD">

<Pools xmi:id="_pool" Name="Sample Pool">

<Process xmi:id="_sequence" Name="sequence">

<GraphicalElements xmi:type="Activity" ActivityTyp

e="Task" xmi:id="_A" Name="A" Pool="_pool"/>

<GraphicalElements xmi:type="Activity" ActivityTyp

e="Task" xmi:id="_B" Name="B" Pool="_pool"/>

<GraphicalElements xmi:type="Activity" ActivityTyp

e="Task" xmi:id="_C" Name="C" Pool="_pool"/>

<GraphicalElements xmi:type="SequenceFlow" xmi:id

="_AB" Name="ABsequence" Source="_A" Target="

_B"/>

<GraphicalElements xmi:type="SequenceFlow" xmi:id

="_AB" Name="BCsequence" Source="_B" Target="

_C"/>

</Process>

</Pools>

</BPD>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6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객체간의 관계 는 중첩엘리먼트(local relationship)

로 처리한다.
� 그래픽 요소를 가지지 않는 엘리먼트는 인스턴
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타입으로 취급한다.

병렬분기 는 복수개의 분기가 병(exclusive choice)

렬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와 달. < 2>

리 다음 엘리먼트들이 추가적으로 선언될 필요가
있다.

<GraphicalElements xmi:type="Gateway" xmi:id="_G"

Name="AndGate" Pool="_pool" GatewayType="AND">

<Gates xmi:type="Gate" OutgoingSequenceFlow="_G

B"/>

<Gates xmi:type="Gate" OutgoingSequenceFlow="_G

C"/>

</GraphicalElements>

병렬 실행을 위한 형 가 선언되"AND" Gateway

고 분기별로 들을 선언함으로써 변환한다, Gate .

표준상에는 가 객체인지 타입인지가 명BPMN Gate

확하지 않으나 가 객체를 가리키, Gate SequenceFlow

고 해당 에서만 활용되므로 중첩엘리먼트, Gateway

로 변환되는 객체로 취급하였다 배타분기. (exclusive

는 병렬분기와 달리 하나의 경로만 선택하는choice)

것으로서 선언부분이 분기로 변형되Gateway “XOR"

고 각 분기별 조건식이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

<GraphicalElements xmi:type="Gateway" xmi:id="_G"

Name="XORGate" Pool="_pool" GatewayType="XOR

">

<GraphicalElements xmi:type="SequenceFlow" xmi:id=

"_GC" Name="GCsequence" Source="_G" Target="_C"

ConditionType="Expression" ConditionExpression="C2"

/>

동기화 는 병렬분기의 결합으로(synchronization) ,

단순결합 는 배타분기의 결합으로 사(simple merge)

용된다 분기시와 유사하게 결합형 를 선언. Gateway

하여 변환할 수 있다.

고급 패턴고급 패턴고급 패턴고급 패턴3.23.23.23.2

고급 패턴은 기본 패턴보다 복잡한 분기와 결합을
표현할 수 있다 복수선택 은 분기와. (multiple choice)

관련된 패턴으로서 조건에 맞는 모든 경로로 분기
된다 배타분기와 유사하게 분기별로 조건식이 설.

정되며 다음과 같이 가 분기로 선언된, Gateway “OR”

다.

<GraphicalElements xmi:type="Gateway" xmi:id="_G"

Name="IORGate" Pool="_pool" GatewayType="OR">

고급 패턴에 속하는 다른 패턴들은 결합에 관련
된 패턴들이다 동기결합 은 복. (synchronizing merge)

수선택으로 분기된 토큰들을 동기화하여 결합하여
이후 활동을 수행한다 워크플로우 엔진이 복수.

분기된 토큰 개수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XMI
변환상의 특이 사항은 없다 복수결합. (multiple

은 분기된 토큰에 대한 통제없이 그대로 여merge)

과하는 결합패턴이다 따라서 를 사용한 변. , Gateway

환이 불필요하다 판별 은 통제되지 않. (discriminator)

은 분기들에 대해 형 를 사용하여 하"XOR" Gateway

나의 토큰 도착 후 결합을 완료하고 후행 활동을
수행한다 변환 자체는 단순결합의 변환방식과 유.

사하다 부분결합 은 통제되지 않은. (n-out-of-m join)

분기들에 의해 발생한 복수 분기에 대해서
형 를 사용하여 조건에 맞는 몇“Complex" Gateway

개의 분기를 결합한 후 이후 활동을 수행한다 결.
합될 토큰 선택 조건이 다음과 같이 sequence flow

에서 설정되지 않고 에서 부여된, Complex Gateway

다.

<GraphicalElements xmi:type="Gateway" xmi:id="_G"

Name="ComplexGate" Pool="_pool" GatewayType="Co

mplex" IncomingCondition="Expression">

구조 패턴구조 패턴구조 패턴구조 패턴3.33.33.33.3

임의순환 는 기수행 활동의 재수행을(arbitrary cycle)

허용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수행의 예외 처리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림 을 보면 의 활동을 순. < 3> A,B

차적으로 수행한 후 정상적인 경우에는 가 수행C

되며 불량이나 결재 반려 등의 예외 상황인 경우,

에는 부터 다시 수행된다 의 변환은A . BPMN XMI

표기된 를 그대로 모델링함으로써 쉽게sequece flow

이루어진다.

AAAA BBBB CCCC

그림 임의순환 표현3. BPMN

암묵적종료 는 병렬 경로 상(implicit termination)

에서 다른 경로의 완결 없이 해당 경로만을 종료하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체 프로세스의 종료 없이. ,

특정 경로를 암묵적으로 종료한다 다음과 같은 명.

시적인 형 이벤트 객체를 사용하여 정의하는“End"

것이 안전하다.

<GrahpicalElements xmi:type="Event" xmi:id="_EE1"

Name="EndEvent1" Pool="_pool" EventType="End"/>

복수 인스턴스 패턴복수 인스턴스 패턴복수 인스턴스 패턴복수 인스턴스 패턴3.43.43.43.4

복수 인스턴스 패턴은 동일 프로세스 정의를 사용
하는 여러 쓰레드 프로세스 인스턴스 들의 동시적( )
인 수행에 관한 패턴이다 동기형복수인스턴스. (MI

는 복수개의 병렬 토큰이requiring synchronization)
동기화하여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음과.
같이 활동 객체내에 반복유형을 로 수행조건“MI”
을 로 설정하여 표현할 수 있다“All" .

<GraphicalElements xmi:type="Activity" ActivityType=

"Task" LoopType="MultiInstance" MI_Condition="Equ

ation" MI_FlowCondtion="All" xmi:id="_B" Name="B

" Pool="_pool"/>

설계시복수인스턴스(MI with a priori design
는 설계시점에서 실행시점에서 생time knowledge)

성되는 복수 인스턴스 개수가 결정된다 다음과 같.
이 조건에 사전에 정해진 숫자값을 부여한다MI .

<GraphicalElements xmi:type="Activity" Activity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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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LoopType="MultiInstance" MI_Condition="num

ber" MI_ordering="Parallel" xmi:id="_B" Name="B" P

ool="_pool"/>

실행시복수인스턴스(MI with a priori runtime
는 실행시점의 동적인 조건에 의해서knowledge)

복수 인스턴스 개수가 결정되며 임의복수인스턴스,
는 토큰 생성과정(MI with no a priori knowledge)

에서만 복수 인스턴스 개수가 결정된다 둘 다. MI
조건에 동적으로 복수 인스턴스 개수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식을 부여하여 모델링 가능하다.

상태 패턴상태 패턴상태 패턴상태 패턴3.53.53.53.5

지연분기 는 프로세스 수행중에 발(deferred choice)
생하는 이벤트에 근거하여 배타적인 경로를 선택한
다 예를 들어 승인 메시지를 받을 경우와 거절. “ ” “ ”
메시지를 받을 경우에는 후행 프로세스가 달라지게
된다 다음과 같이 이벤트 기반의 분기 객체. XOR
와 메시지형 진행이벤트 객체(intermediary event)
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GraphicalElements xmi:type="Gateway" xmi:id="_G"

Name="XORGate" Pool="_pool" GatewayType="XOR"

XORType="Event">

<GrahpicalElements xmi:type="Event" xmi:id="_IE1"

Name="IntermediateEvent1" Pool="_pool" EventType="

Intermediate" Trigger="Message" Implementation="Web

Service">

<Message Name="">

<Properties Name="" Type=""/>

<From ParticipantType="Role" Role=""/>

<To ParticipantType="Role" Role=""/>

</Message>

</GraphicalElements>

임의라우팅 는 설계(interleaved parallel routing)
시에 고려하지 못한 실행 환경을 지원하는 패턴으
로서 병렬 흐름이 자원상의 제약으로 인해 순차 흐
름화 하는 무순의 라우팅 패턴이다 다음 그림. <
의 활동 는 병렬 수행으로 계획되었으나 실4> A, B

행시점에서의 순차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정의되
어야 한다.

BBBB

CCCC

AAAA

그림 임의라우팅 표현4. BPMN

하위프로세스 객체의 중첩엘리먼트로 를 표B,C
현하고 관련 속성들을 정의하여 다음과 같Ad hoc
이 표현한다.

<GraphicalElements xmi:type="Activity" ActivityType=

"SubProcess" SubProcessType="Embedded" AdHoc="Tr

ue" AdHocOrdering="Sequence" xmi:id="_SP" Name="

SP" Pool="_pool">

마일스톤 는(milestone) 프로세스 진행상의 특정

이벤트 발생여부나 조건만족여부를 평가하고 진행
하게 하는 중간 포인트를 말한다 진행이벤트 객체.
를 사용하여 모델링한다.

취소 패턴취소 패턴취소 패턴취소 패턴3.63.63.63.6

활동취소 는 경합 활동에서 한 활동(cancel activity)

의 완료 후 다른 대안 활동의 취소를 요청하는 패
턴이다 형 진행 이벤트를 사용하여 표현할. “Cancel”

수 있다 활동 객체의 경계에서 취소 명령을 기다.

리는 진행 이벤트만 모델링하면 다음과 같다.

<GraphicalElements xmi:type="Event" xmi:id="_IE" N

ame="IntermediateEvent" Pool="_pool" EventType="Int

ermediate" Trigger="Cancel" Target="_C"/>

프로세스취소 는(cancel case) 전체 프로세스를
취소하는 패턴으로서 형 종료 이벤트“terminate”
객체를 사용한 변환으로 전체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 있다 형 종료 이벤트 엘리먼트만 코드. terminate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GraphicalElements xmi:type="Event" xmi:id="_EE" N

ame="EndEvent" Pool="_pool" EventType="End" Resu

lt="Terminate"/>

결 론결 론결 론결 론6.

본 연구에서는 표준 가운데 프로세스 모델링BPM

과 관련된 표준을 대상으로 상세 구현 지침BPMN

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을 개발하BPM

거나 도입하려는 기업이 자사의 실정에 맞는 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을BPM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적용 단계를 단계BPMN 4

로 세분화하여 단계로 가지의 워크플로우 패턴1 21

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핵심 속성들만을 제BPMN

시하여 적용을 용이하고자 하였다 또한BPMN . , 3

단계로서 적용 솔루션간의 호환성을 확보하BPMN

기 위해 중립 파일로의 변환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계인 핵심 속성만을 구별한 결과로 약1 50%

의 표준 정의 속성으로 충분한 워크플로우 패턴 표
현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물은.

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부담을 감소시BPMN

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단계 변환 결과를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3

변환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BPEL4WS . BPEL4WS

은 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표준으로서 의, BPMN

표현은 이미 을 채용하고 있는 많은 벤BPEL BPEL

더들의 프로세스 호환 노력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프로세스 정의 구조의 차이 특히, ,

이 블록형의 중첩된 트리 구조로 프로세스를BPEL

기술하는데 반해 은 자유로운 연결선을 활용, BPMN

한 그래프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표현함으로 인해
서 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표현력을 충분, BPMN

히 변환시킬 수 없는 단점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

적으로 현재 케이스 취소 활동 취소 마일스톤, , , ,

라우팅 임의 복수 인스턴스 실행 시점의 복수 인, ,

스턴스 임의 반복 중 결합 판별 복수 결합, , M N , ,

패턴 등을 완전하게 지원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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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객체 공유를 위XMI(XML Metadata Interchange)

한 변환 표준으로서 상기 언급된 변환과 달, BPEL

리 보다 더 중립적인 변환 방식으로서 데이BPMN

터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의미론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표준이 객체 지향적인 방식으로. BPMN ,

그래픽 요소들 객체들 을 정의하고 객체들 간의 관( ) ,

계와 객체 속성 그리고 상속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객체 지향적인 로의 변환은 몇 가, XMI

지의 변환 원칙에 의거하여 용이하게 변환이 가능
하다 연구 결과 특별한 변환상의 어려움은 발생하. ,

지 않았으며 다만 벤더 입장에서 다소 관련, , BPM

이 없는 표준인 를 채택하고 수용해야 하는XMI ,

점이 장애물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공급업체들은BPM

표준 적용 및 개발 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BPM

있어 보다 효율적인 개발과 적용이 가능하BPMS

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기업들이 참조할 수 있도.

록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서 형태의 표준안으로 작
성하여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 정보통신기술협,

회 등의 단체 표준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많은 기업
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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