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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반면에 최근에 와서는 ebXML이나 웹서비스

기술 중심의 조직간 또는 기업간의 협업 및 정보화에

많은투자와관심이집중되고있음을쉽게알수있다.

이러한조직간협업의활성화는해당조직들의정보시

스템들간의상호연동및자동화의필요성을더욱강조

하게 된다. 즉, 각 조직의 정보시스템들간의 상호협업

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일련의 처리과정들을

통해 기술되는데, 결국 조직간의 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비즈니스프로세스를중심으로한조직내및

조직간 정보시스템들간의 상호연동이 가능하여야 하

1. 서론

통신기술의 급속한 보급과 서비스의 선진화와 더불

어 웹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기술이 크게

확산되면서 조직의 정보화 시스템 및 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조직의 정보화 구

현을위한많은시간적, 공간적투자와노력들이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또는 EAI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솔루션을 기

반으로하는조직내부의업무전산화및정보화에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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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워크플로우 기술의 표준화 및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세 번의 연재* 중 그 세 번째인 마지막 내용으로 지난 호

에서 소개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usiness Process Management: BPM) 기술과 이의 기반기술인 워크플로우 관리

기술과 연관된 국내외 표준화 기구와 그들의 활동 내용에 관하여 기술한다. 특히,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기술의 국제표

준화 기구인 BPMI(Business Process Management Initiative)와 워크플로우 관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기구인

WfMC(Workflow Management Coalition)는 최근에 웹서비스나 B2B 기술 등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련 단일화된 표준

안을 개발하고자 여러 번에 걸친 합동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어 이 합동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준안 개발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워크플로우 모델링 표준 언어인 XPDL(XML Process Definition Language)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링 언어인 BPMN(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그리고 대표적인 워크플로우 모델로서 연구분야에서 많이 이

용되고 있는 ICN(Information Control Net)을 확장한 Kyonggi-ICN의 상호 매핑관계를 요약정리한다. 끝으로, 현재 국내

의 워크플로우 기술관련 표준화기구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하 표준화위원회인 워크플로우기술연구반의 표준화 활동

과 이번에 새로이 정보통신부 표준화전략포럼중의 하나로 창립된 워크플로우 및 비즈니스 응용기술 포럼(약칭 WABA 포

럼: Workflow and Business Applications Technology Forum)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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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표준화는이를위한핵심요소가되는것이다.

(그림 1)은 두 조직간의 상거래(Selling & Buying

Company)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직내의 비즈

니스 프로세스들과 이들이 주고 받는 문서 및 데이터

의 사전/사후 처리 동작들(Pre-transaction,

Transaction, Post-transaction)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강조될 점은 두 조직간의 상거래 및 상호연동

의 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만을 주고받는

기존의 방식보다는 각 조직내에 존재하는 정보시스템

(Enterprise Information Server)들간의 상호연동

뿐만아니라각조직내의비즈니즈프로세스들간에도

상호연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EDI

나 XML 기술을 통한 데이터의 표준화 뿐 만 아니라

ebXML, 웹서비스, Workflow 기술을통한정보시스

템및비즈니스프로세스의표준화가필수적으로요구

된다. 최근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련 국제 표준화 기

구들이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그림 1)의 Selling Company가,

예를 들면, 단지 다른 한 회사와의 상거래만을 자동화

하기위해서이러한시스템을구성하지는않는다는사

실에서표준화의중요성이더욱강조된다. 즉, 그회사

는 다른 여러 관련 회사들(상호협력관계인 회사들 뿐

만 아니라 미래에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회사들을 포

함한)과의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고 이들 각각의 회사

들이소유하고있는정보시스템들이동일하지않는이

기종의 정보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시스템들간의 상호

연동및비즈니스프로세스의상호연동을위한표준화

를지원하지않고서는효과적/효율적인상거래의자동

화를 구현할 수 없을 것임에 틀림없다. 참고적으로,

(그림 1)에서의 Enterprise Information Server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본 논문의 주제인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이며, 조직내 및 조직간의 정보시스템 레

벨의 상호연동, 즉,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들간의 상

호연동을 위한 국제표준화 개발은 WfMC(Workflow

Management Coalition)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

고 있으며, 조직내 및 조직간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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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상호연동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벨의 상호연동을 위한 국제표준화 개발은 BPMI

(Business Process Management Initiative)에 의

해주도적으로추진되고있다.

본논문에서는현재국제적으로활발히진행되고있

는 조직내 및 조직간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관

련기술의표준화개발내용및현황을소개한다. 다음

장에서는 워크플로우 기술 관련 여러 국제 표준화 기

구들과 그들간의 상호 관계를 기술하며, 제3장에서는

앞에서 기술했듯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기구인 WfMC와 BPMI의 표준

화개발내용과최근에활발히진행되고있는이두기

구들간의 상호협력 및 공동 표준 개발 활동을 기술하

며, 제4장에서는 WfMC와 BPMI에 의해 각각 개발된

표준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 언어인 XPDL(XML

Process Definition Language)과 BPMN(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의 상호관련 내용을 소

개함과 동시에, 현재 WfMC에서는 텍스트 형태의 워

크플로우 정의 언어(XPDL과 WPDL - Workflow

Process Definition Language)만이 개발됐고, 그래

픽 형태의 워크플로우 정의 언어는 개발되지 않은 상

황이므로, 워크플로우 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그래픽

형태의 워크플로우 모델링 방법인 ICN(Information

Control Net)을 확장한 Kyonggi-ICN(본 저자의 경

기대학교 워크플로우기술연구실에서 개발한 워크플로

우 모델링 시스템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Kyonggi-

ICN으로 이름을 정함)과 두 표준언어인 BPMN과

XPDL과의상호관련내용도함께소개한다. 마지막으

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표준화위원회인 워크플

로우기술연구반과 표준화전략포럼중의 하나로 최근에

창립된한국워크플로우및비즈니스응용기술포럼을

중심으로 한 국내의 워크플로우 기술 관련 표준화 내

용및활동을간단히소개한다.

2. 워크플로우 기술 관련 표준화 기구

워크플로우 기술의 발전 단계를 보면, 80년대 중반

의 워크플로우 기술은‘Workflow-enabled

Application’의 개념을 가지고 그룹웨어나 문서 관리

시스템 분야에 활용되었고, 90년대에는‘Workflow

Automation’의 개념으로 단일 워크플로우 시스템으

로서 조직내의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자동화시

킬 뿐 만 아니라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업무 할당의

자동화를 구현하기 위한 Business Process

Operating System 즉 정보 인프라 기술로 활용되어

왔다. 2000년대 이후부터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개념

과 그의 확산 및 필요성이 조직 정보화의 핵심으로 인

식되면서 워크플로우 기술은‘e-Business Process

Support’의 개념을 기반으로 조직 또는 기업간의 전

자적 협업을 지원하고 보다 원활하게 정보를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웹서비스 등과 같은 최첨단 정보시스템들

의핵심기반기술로서인식되고있다.

따라서, 비즈니스프로세스의개념과관련된기술에

대한국제적인관심이고조되면서그에대한표준화의

개발 역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워크플로

우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술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

화를 추구하는 기구는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WfMC, BPMI, WARIA, e-Workflow.org, SWAP,

OMG, AIIM, OASIS, W3C 등이며, 이는정보기술에

대한다양한분야에서비즈니스프로세스및워크플로

우기술을활용하고있음을확인시키고있다. 특히, 객

체지향 기술의 국제표준화 기구인 OMG에서는 2002

년에 객체지향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의 엔진부분을 위한 표준아키텍처를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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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HP 등의 주요 정보기술 밴더들과 함께 개발하

여, 이를 Joint-Flow라는 이름으로 국제표준안으로

채택한바있다.

2002년도 개최된 WfMC Member Meeting &

Conference에서 Dussart와 Aubert 그리고 Patry

세 명의 전문가에 의해 발표된 논문에서 워크플로우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련 특히 조직간 비즈니스 프

로세스 및 워크플로우 모델링 기술에 관련된 표준화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2002년도의 표준화 개발 현황을 표현한 바 있다.

“Very little work has been done in order to

define a precise semantic for inter-

organizational business modeling.”그 후에

WfMC와 BPMI를 중심으로 여러 국제적인 표준화 활

동이더욱활성화되어왔다. 즉, 1995년에는WfMC라

는 오직 하나의 표준화 기구만이 존재했고, 그에 의해

개발된 워크플로우 참조모델이 워크플로우 및 비즈니

스 프로세스 관련 표준화 개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지만, 오늘날 2003년 현재는 약 10개 이

상의국제표준화기구에서워크플로우및비즈니스프

로세스 관련 표준안을 개발하고 있으며, 순수하게 워

크플로우및비즈니스프로세스관련된표준안만을개

발하는 국제표준화 기구도 7개 이상일 정도로 급속한

발전과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다음은 현재까

지 워크플로우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술에 관한 국

제표준화를 선도해 가는 주요 표준화 기구와 그들에

의해발표된표준안들을열거한것이다.

Workflow Management Coalition Workflow

Process Definition Language(WPDL/XPDL)

Workflow Process Interchange(IF 4/Wf-

XML)

Object Management Group OMG Workflow

Facility ?Process Definition RFP(bom/99-

10-03) Extension of UML for Workflow

Modeling

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s and

Technologies/MIT Process Specification

Language(PSL) Process Interchange Format

(PIF)

Business Process Management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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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워크플로우 기술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 협력 관계 및 표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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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rocess Modeling Language

(BPML) 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BPMN) Business Process Query Language

(BPQL)

Electronic Business XML(ebXML) Business

Process Schedule Specification(BPSS)

OASIS Business Transaction Protocol(BTP)

HP Labs/W3C Web Services Conversation

Language(WSCL)

SUN/BEA/W3C Web Services Choreography

Interface(WSCI)

IBM Web Services Flow Language(WSFL)

Microsoft XLANG

DARPA DARPA Agent Markup Language -

Services(DAML-S)

(그림 2)에서나타내었듯이어느국제표준화기구보

다도 워크플로우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련 표준화

활동은WfMC와BPMI에의해주도되고있다. 이들의

주요 표준개발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이 두 국제표준화

기구의 개괄적인 비교를 소개한다. 두 기구의 근본적

인 차별점은 WfMC는 비즈니스프로세스 및 워크플로

우 시스템 측면의 표준화를 추구하는 기구인 반면에

BPMI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 즉 상위레벨의 표준

화 및 표기법에 대한 표준화를 추구하는 기구라고 간

단히 정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두 기구간에 Joint

Member Meeting을 여러차례 개최하여 워크플로우

및비즈니스프로세스관련단일의표준안을개발하고

자 활발히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6월에있었던 Joint Member Meeting에서는워크플

로우라는 용어와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상호

동일한개념으로사용하기로합의하 으며, 이는그동

안 WFM(Workflow Management)과 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 간의개념상의혼

란을종식시켰다는면에서상당한의미를갖는다고할

수있다.

(표 1) WfMC와 BPMI 표준화 기구의 비교

비교대상 WfMC BPMI

창립년도

의장

주요 표준

장점

단점

1995년도

Chair Jon Pyke

Reference Model: 5 Interfaces

Based on the experience of many commercial

products

Terminology - Glossary

Standards, especially interoperability(Wf-XML)

Based on Petri-Nets and Acyclical Directed

Graphs

Standards are technical and dry

time-consuming to understand

No formal compliance testing programs.

Some products

- Tested with earlier versions of standards

- Require customization

2000년도

Chair Ismael Ghalimi, Co--chair Howard Smith

BPML, BPMN, ebXML

Mathematically rigorous(Pi-Calculus)

Consistency(primarily a single author)

New: Specification precedes the product

(un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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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플로우및비즈니스프로세스기술관련국내의

표준화 개발 현황을 간단히 소개하면, 2002년도에 한

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표준화위원회인 워크플로우기

술연구반(의장: 김광훈, 부의장: 한동수)이 설립되어

WfMC 등의 국제표준안을 보급하고 국내의 표준안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한국 워크플로우 및 비

즈니스 응용기술 포럼(의장: 서삼 , 부의장: 윤병남,

김광훈)이 창립되어 국내 워크플로우 기술의 표준화

개발과 그의 응용기술을 보급 및 확산시키기 위한 전

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이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

당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 포럼은 2003년도에 역시 창립된 웹코리아 포럼과

의 연계를 통한 국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련 단일

의표준안개발및보급을위한상호협력이요구된다.

3. 워크플로우 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화

활동 및 내용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소개된 워크플로우 및 비즈

니스 프로세스 기술 관련 국제표준화 기구들 중에서

가장 관련이 깊고, 최근에 공동의 Joint Member

Meeting을 여러차례 함께 개최하면서 이 기술분야의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는 WfMC와 BPMI의 표준화 현

황을소개한다. 그리고지난 Joint Member Meeting

에서 정의된 두 표준화기관들의 공동 표준화 개발 활

동을소개한다. 끝으로, 현재국내의워크플로우및비

즈니스프로세스기술관련표준화기구인한국정보기

술협회의 워크플로우기술연구반과 한국 워크플로우

및비즈니스프로세스응용기술포럼에대하여기술한

다.

3.1 WfMC 표준화 내용

비교대상 WfMC BPMI

특징

모델링 목표

Pragmatic

Network Flow orientated

asynchronous operations(c.f. State & transitions

model)

Resource assignment

responsibility/audit, organizational model etc

Investment in reference model and glossary

Allows expression of multiple design options,

not a design methodology

Bindings to several messaging environments

(RPC, MIME, HTTP/SOAP)

Mix of technology focus but stronger alignment

to process mgt middleware

XPDL is very focused on defining specific

aspect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work.

Rigorous

Block 0rientation

Transaction semantics

Closer to a design methodology

Close alignment with W3C & web services,

since this is BPML focus

Mix of technology focus but stronger alignment

to modeling/tools

BPML is more generalized to defining activities

associated with web services and computing

processes.



앞 장에서 기술하 듯이, 워크플로우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기술분야의가장대표적인국제표준화기구

인WfMC는 (그림 3)에서나타낸표준참조모델을표

준안으로 제정하 고, 그에 따른 표준화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최근까지도활발한표준화개발활동을진행

하고 있다. WfMC의 표준 참조 모델은 워크플로우 관

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6가지 모듈간의 상호인터페이

스를 표준안으로 제정하고 있다. 이 인터페이스는 엔

진중심의 5 종류의API들로구성되며, 이들각각의표

준안 확대 및 보급은 해당 워킹그룹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그림 3)에서기술된엔진중심의 5가지인터페이스

는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인터페이스 1: 프로세스모델링도구를통해정의

된 프로세스를 워크플로우 엔진에 제공하는 인터

페이스로서WPDL이나XPDL이그표준이다.

인터페이스 2: 워크플로우 엔진에 연결되어 사용

자들에게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워크플로우 클라

이언트애플리케이션을위한인터페이스이다.

인터페이스 3: 워크플로우 엔진과 응용프로그램

들간의 상호 호출 또는 데이터 교환을 위한 인터

페이스로서 응용프로그램이 새로이 개발되는

Workflow-aware Application들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언어의 함수호출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

록표준안이정의되어있으나, 워크플로우를고려

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 즉 Legacy 응용 프로그

램들의 경우에는 어댑터를 새로이 정의되어야 하

지만 이에 대한 표준안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

다.

인터페이스 4: 서로 다른 워크플로우 엔진들간의

상호연동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으로서 이기종의

서로 다른 워크플로우 엔진들간에 워크플로우 제

어나 데이터 교환을 위한 오퍼레이션들로 구성되

어 있으며, wf-XML이라는 XML 기반의 오퍼레

이션들이주요표준내용이다.

인터페이스 5: 워크플로우 엔진에서 처리한 수행

결과 내역의 감사 및 상태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서 프로세스 정의 감

사정보, 원격 운 정보, 작업항목감사정보, 액

티비티 인스턴스 감사 정보, 프로세스 인스턴스

감사 정보, 공통 워크플로우 감사 데이터 정보 등

에대한표준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림 3)에서 나타내었듯이, WfMC의 워킹그룹은

총 9개의 워킹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워킹그룹 1부

터 워킹그룹 5까지는 참조모델의 각 인터페이스에 대

한표준개발을담당하며, 워킹그룹 6은객체지향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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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WfMC의 참조 모델(5 인터페이스)과 워킹그룹



트웨어 표준을 개발하는 기구인 OMG(Object

Management Group)에서 워크플로우 관련 모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객체중심의 개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워킹그룹으로워크플로우엔진을위한클래스다

이어그램을 표준화한 것이 Joint-FLow 참조 모델이

고, 객체지향소프트웨어개발방법론의 표준표기법인

UML을 워크플로우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한

다. 워킹그룹 7은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의 표준화

지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절차 및 방법을 표준

화하기 위한 워킹그룹이며, 나머지 워킹그룹 8과 9는

각각 참조 모델과 조직정보 등의 자원 모델에 대한 표

준안을 개발하는 워킹그룹이다. (그림 4)는 이들에 의

해개발된표준문서들을나타낸것이다.

3.2 BPMI 표준화 내용

BPMI(The Business Process Management

Initiative)는 모든산업에걸쳐모든규모의기업들에

게인터넷과방화벽을거쳐다양한애플리케이션과비

즈니스 파트너들간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계발하도록하는비 리국제표준화기구로서그의임

무는 프로세스 설계, 전개, 실행, 관리 그리고 최적화

를 위한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의 사용을개발하고증진시키

는데있다. 특히, BPMI는 SQL이기존의 DBMS를통

해비즈니스데이터의표준화된관리를수행하는것과

같은 방법으로 BPMS(Busines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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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WfMC 표준 문서 체계



Management Systems)를 통해 e-비즈니스 프로세

스들의 표준화된 관리를 수행할 BPML(Business

Process Modeling)과 BPQL(Business Process

Query Language)의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있다. (그

림 5)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상의 여러 모

듈들중에서BPMI에의해개발되는표준의범위를나

타낸 것이다. 즉, 앞 장에서 강조하여 기술했듯이,

BPMI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실행을 담당하는 시스

템레벨의구성요소에대한표준화를담당하기보다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전개하는데 필요한 부

분에대한표준화개발에초점을두고있다고할수있

다.

BPMI는 3부분으로 구성된(a Public Interface

and two Private Implementation(one for each

partner)) 2개의 비즈니스 파트너들 사이에 수행되는

e-비즈니스프로세스의정의를위한표준을개발하는

데, 여기서Public Interface는 ebXML, RosettaNet,

BizTalk와 같은 프로토콜에 의해 지원되고 파트너들

에게 공용되며, Private Implementation는 모든 파

트너에게 특정지어져 실행 가능한 언어로 기술된다.

BPML은 이러한 언어 중 하나이며, e-비즈니스 프로

세스의 Private Implementation은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플랫폼에서 전개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BPMI는 e-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의 전개와 실행을 위

한 표준 관리 인터페이스로 BPQL를 정의하고 있다.

특히 , BPML(Business Process Modeling

Language)은 XML이 비즈니스 데이터의 모델링을

위한메타언어인것과같이비즈니스프로세스의모델

링을 위한 메타 언어이며, BPQL(Business Process

Query Language)은 BPMS를위한표준인터페이스

로서 BPMS를관리하기위해시스템관리자의접근을

허용하고 BPQL를 수행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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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PMI의 표준 개발 범위: BPML과 BPQL



스턴스의상태정보를질의하는데이용된다.

3.3 WfMC와 BPMI 합동 표준화 활동

WfMC와 BPMI는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과 그와

연관된 기술들의 활용을 좀 더 광범위하게 보급시키

고, XML기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언어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합동으로 공동의 표준안을 개발하는

데많은시간을투자해오고있다. 이의일환으로매년

2 ~ 3번에 걸쳐 두 기구의 합동 Joint Member

Meeting 및 워킹 그룹 미팅을 개최하고 있는데, 최근

인 2003년 2월 12일미국의캘리포니아샌디에고에서

개최된회의에서는두기구에서공동의목표를달성하

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방안 및 방법들을 확정지었으

며, 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두 워킹그룹들의

역할에대해서도구체적인실천방안을확립하 다. 여

기서, 특히 중요하게 결정된 사항은 기술적인 측면에

서 앞으로는 워크플로우와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을 상호 교환가능한 개념으로 즉 동일

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 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워크플로우

(WfM)와 BPM의개념적불명확성을불식시키게되었

다는면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본저자는이미앞

서 연재된 워크플로우 기술(II)에서 워크플로우와

BPM은 개념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기술

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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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BPMI와 WfMC 합동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 표준 스택



현재까지, BPMI와 WfMC 두 국제표준화 기구들에

의해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동 표준화 개발 활동

을요약하면다음의세가지로정리될수있다.

그 첫 번째 합동 표준개발 활동으로, BPMI의 워킹

그룹은 WfMC의 참조모델이 BPML로의 완전 매핑이

가능하도록 그 표준을 확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WfMC의 XPDL 역시 BPML의규격에완전히매핑될

수있도록그표준을확장하고있다.

두 번째합동표준개발활동으로는 BPMI는 BPMN

이라는모델링표기법에대한표준개발을시도하고있

는데, 두 기구 소속의 멤버들은 BPMI의 BPMN과

WfMC의 XPDL을 완전히 상호 매핑시키기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BPML과 XPDL에 동시에 적용

될 수 있는 단일의 표준 표기법을 개발하는데 그 주요

목적을두고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합동 표준개발 활동은 WfMC

에의해이기종의워크플로우엔진간의상호운용성보

장을위한제2세대 wf-XML 표준안을개발되고있다

는 점이다. 현재의 wf-XML은 제1세대의 표준안으로

서 버전 1.0이지만, 현재 개발중인 것은 버전 2.0으로

XML을이용하는메시지기반의인터페이스를제공한

다는 점이 버전 1.0과 다른 점이다. 이 새로운 버전은

현재 WfMC 멤버들에게만 공유되고 있다. 이 새로운

버전 2.0의 wf-XML은 웹서비스의 표준 프로토콜인

SOAP과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을 지원하는 BPMS들간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프로토콜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WSCI(Web Service

Choreography Interface)와의 바인딩을 통한 상호

운용성도제공할수있다.

(그림 6)은현재진행되고있는WfMC와 BPMI에서

각각 개발되고 있는 표준 스택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나타낸것이다.       연결선은BPMN을XPDL에매핑

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BPMN의 표준 확장 활동

이며, 검정색(      )부분은BPML을WFMC의참조모

델 및 기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표준 확장의

필요성을 나타낸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기종 BPM 실

행환경들간의 상호운용성 제공을 WfMC의 wf-XML

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표준 확장을 시도하는 부분

을나타낸다.

3.4 국내 표준화 활동

워크플로우및비즈니스프로세스기술과관련된국

내의표준화활동은그표준안개발건수및표준화기

구의 수면에서 매우 초보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

히도, 워크플로우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2002년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표준화

위원회에 워크플로우기술연구반이 설립되어 총 18여

명의 워크플로우기술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여 초보

적인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WfMC의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의 표준안을 인터페이

스 1부터 5까지의범위에서참조하여개발중에있다.

또다른 국내 표준화 활동의 대표적인 기구는 한국

워크플로우 및 비즈니스 응용기술 포럼(이하 WABA

포럼이라칭한다)이다. 이포럼은 2003년 7월 15일창

립총회 및 심포지엄 행사를 통해 발족하 으며, 한국

전산원원장인서삼 박사를초대의장으로하여국내

의 워크플로우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리고 그의 응

용기술에 대한 표준안 개발과 국내 관련 산업체들의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7)은WABA 포럼의주요조직과그의표

준개발 활동 범위를 간단히 도식화한 것이다. 이 포럼

은 3개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표준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분과위원회, 기반기술분과위원회, 그리고

응용기술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기반기술 및 응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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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분과위원회에서는 표준안 개발을 기획분과위원회

에서는 그의 심의 및 국내외 표준화 시도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응용기술분과위원회

는워크플로우및비즈니스프로세스기술을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응용분야의 표준안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RP, ASP, EAI, 웹서비스,

ebXML 등이 그의 주요 역이다. 기반기술분과위원

회는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관련의 국내 표준안 개발을 추진할 것이

며,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현재까지 표

준으로 제정되어 있지않은 워크플로우 모델링 표기법

(Notation)의 표준을 개발하는 활동을 그 첫 번째 위

원회 활동 및 표준안 개발의 사례가 될것으로 계획하

고있다.

(그림 8)은 지금까지 소개한 WABA 포럼 분과위원

회들의 표준화 활동과 분과위원회들간의 상호협력 내

용을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 본 포럼에 참여를 원하

시는분이나워크플로우및비즈니스프로세스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WABA 포럼 웹사이트(Http://

www.waba.or.kr)를 방문하시어 회원등록을 하시거

나본저자에게참여희망(e-Mail: kwang@kyonggi.

ac.kr)을알려주시기를기대한다.

4. XPDL, BPMN, Kyonggi-ICN 상호

매핑 관계

지금까지 앞장에서는 워크플로우 및 비즈니스 프로

세스 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기구들과 그들 중

에대표적인기구인WfMC와BPMI의표준안개발및

활동 내용을 기술하 다. 본 장에서는 현재 WfM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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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MI의 워크플로우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 언어

인 XPDL과 BPMN의 상호 매핑 관계를 정리하고, 현

재 경기대학교 워크플로우기술연구실에서 개발한 워

크플로우 모델링 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는

ICN(Information Control Net), 즉, 대표적인 그래

픽워크플로우모델을XPDL과 BPMN과의상호매핑

관계를 정리한다. 우리는 원래의 ICN 표기법을 서브

워크플로우개념, 그룹액티버티개념, 체인워크플로우

개념, 보상액티버티 개념 등의 새로운 복잡한 워크플

로우를 표현하기 위해서 확장하 으며, 이는

Kyonggi-ICN이라고정의하 다.

(그림 9)는 경기대학교 워크플로우기술연구실에서

개발한 워크플로우 모델링 시스템의 동작화면을 소개

한것이고, (표 2)는이와같은XPDL, BPMN, 그리고

Kyonggi-ICN 상호간의매핑관계를나타낸것이다.

숍 숍

숍

숍

숍

(그림 8) WABA 포럼 분과위원회의 역할 및 할동 내용



5. 결론

지금까지본논문에서는차세대조직정보화시스템

의핵심기반기술인워크플로우및비즈니스프로세스

기술과관련된국내외표준화기구들과그들의활동내

용들을 소개하 다. 특히,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개발

기구인WfMC와 BPMI의표준안개발내용과현재추

진중에 있는 두 기구들간의 합동 표준안 개발 활동 및

내용을기술하 다. 마지막으로워크플로우정의언어

인XPDL과비즈니스프로세스정의언어및표기법인

BPMN, 그리고 경기대학교 워크플로우기술연구실의

Kyonggi-ICN간의상호매핑관계를정리하여워크플

로우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를 위한 국내외 통합

표준안을제시할수있는가능성을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워크플로우 및 비즈니스 프로세

스 관리 시스템은 향후 EDMS(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Groupware,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C(Electronic

Commerce), PDM(Product Document

Management), SCM(Supply Chain Management),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EAI(Enterprise Applications Integration), 웹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컴포넌트로 활용될 것이므로

이분야에대한적극적인표준안개발과집중적인연구

개발 및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아직그중요성및필요성의인식이확산되

지 못한 상태이지만, 미래의 정보시스템의 핵심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워크플로우 기술을 3회에 걸쳐

TTA Journal에 소개한 점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

며, 본 논문이 국내 워크플로우 기술의 활성화에 조금

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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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Kyonggi-ICN 워크플로우 모델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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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BPMN, XPDL, Kyonggi-ICN 상호 매핑 관계



2003년도에 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의 표준화전략포럼으로 워크플로우 및 비즈니스

응용기술포럼(WABA 포럼)이지난 7월중순에창립총

회의개최와함께공식적인활동을전개하게되어국내

차세대워크플로우및비즈니스프로세스관리기술및

표준안 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을읽는독자들의많은참여와동참을기대한다.

6. 참고문헌

[1] Clarence A. Ellis and Gary J. Nutt, ‘Office

Information Systems and Computer

Science’, Computing Surveys, Vol. 12,

No.1, March 1980

[2] F. Leymann and D. Roller, Production

Work Flow: Concepts and Techniques,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N.J.,1999June 1998

[3] GFI FAX & VOICE Ltd, “ Workflow

Technology-an introduction: White paper”,

http://www.workflow.software. com, 1998

[4] M.T.Schmidt, “ Building Workflow

Business Object,”Business Object Design

and Implementation//, D. Patel J.

Sutherland and J. Miller, eds., Springer-

Verlag, London, 1988, pp. 64-76

[5] Joint Submitters, “Workflow Management

Facility”, Revised Submission, OMG

document Number: bom/July 1998

[6] S.M. Wheater, S. K. Shrivastava, and

F.Ranno, “ A CORBA Compliant

Transactional Workflow System for

Internet Application,”Proc. IFIP Int’l

Conf. Distributed Systems Platforms and

Open Distributed Processing, Springer-

Verlag, London, 1998, pp. 3-18

[7] Edited By Layna Fischer, “Workflow

Handbook 2001,”Future Strategies,

WfMC, 2001

[8] Edited By Layna Fischer, “Workflow

Handbook 2002,”Future Strategies,

WfMC, 2002

[9] Edited By Layna Fischer, “Workflow

Handbook 2003,”Future Strategies,

WfMC, 2003

[10] Layna Fischer, “Excellence in Practice :

Inovation and Excellence in Workflow and

Imaging,”Volume 1, Giga Information

Group, 1997

[11] Layna Fischer, “Excellence in Practice :

Inovation and Excellence in Workflow

and Imaging,” Volume 2, Giga

Information Group, 1998

[12] Layna Fischer, “Excellence in Practice :

Inovation and Excellence in Workflow

and Imaging,” Volume 3, Giga

Information Group, 1999

[13] Layna Fischer, “Excellence in Practice :

Inovation and Excellence in Workflow

and Imaging,” Volume 4, Giga

Information Group, 2000

[14] Layna Fischer, “Excellence in Practice :

Inovation and Excellence in Workflow and

Imaging,”Volume 5, Giga Information

Group, 2001

120 TTA저널 [제88호]

표준기술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