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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OMG가 개발한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링 언어인 BPMN은 하  로세스를 하나의 노드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사용자가 로세스의 세

부사항으로부터 추상화된 뷰(view)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능력은 수평  추상으로 불릴 수 있는 유용한 추상의 방향이다. 그러나 다양

한 비즈니스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이 비즈니스 로세스를 자신의 심(interest)의 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직  추상

이라는 다른 종류의 추상능력이 필요하다. 를 들어, 이해당사자들이 특정 수행자집단의 에서 로세스를 보기를 원할 수도 있고, 특정한 

목표들의 에서 로세스를 보고자 할 수도 있다. 이 논문은 슈퍼에지(super edge)의 개념을 도입하여 BPMN의 수평  추상능력을 확장하

고, 나아가 ‘ 속성(aspect attribute)’과 ‘ 심명세(interest specification)’의 개념과 기호를 도입하여 BPMN이 수직  추상능력을 갖도록 확장

한다.

키워드 : 비즈니스 로세스, 로세스 모델링, BPMN

Extending the Abstraction Capability of BPMN 
by Introducing Vertical Abs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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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PMN is a standard business process description notation developed by OMG. It allows the user to have an abstract view of a process 

that hides its details with the Collapsed Sub-Process notation. While it is a useful direction of abstraction that can be called the horizontal 

abstraction, a different kind of abstraction, the vertical abstraction, is necessary when different stakeholders of business would like to have 

different views of the business process form their own viewpoints of interest. For example, stakeholders may want to see a process from 

the viewpoint of a particular group of actors or from the viewpoint of a certain set of goals. This paper first extends horizontal 

abstraction capability of BPMN by introducing the notion of super edge and, moreover, adds the vertical abstraction capability to it by 

introducing the notions of ‘aspect attribute’ and ‘interest specification’ and notations for them.

Keywords : Business Process, Process Modeling, BPMN

1. 서  론1)

비즈니스 로세스(Business Process: BP)는 제품을 생산하

거나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요구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한다. 비즈니스 로세스 리(Business Process Management: 

BPM)는 비즈니스 로세스를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으로, 역사 으로는 1980년 의 

Total Quality Management, 1990년 의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 의 패러다임을 이어받아 2000년 에 기

업의 심을 끌게 된 로세스 운동(Process Movement)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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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의 제3의 물결이다[1,2]. 

BPM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하여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

하여, 조직의 핵심 로세스에 기 하여 조직을 구성, 리  

측정하는 하향식 방법 혹은 특정한 로젝트 혹은 로세스

를 분석, 재설계, 개선  리하는 체계 인 근방법 혹은 

로세스 워크 로우와 로세스 소 트웨어응용의 실행을 

IT가 더 쉽게 리하고 측정하도록 만들어주는 새로운 소 트

웨어 기술 혹은 특정한 워크 로우 로세스의 생산성 증가

를 겨냥한 비용 감 노력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3]. 비즈니

스 로세스 리 시스템 (BPMS)는 BPM 리를 지원하는 

기술  랫폼으로 BPM 엔진, 비즈니스 로세스 모니터링

을 한 컴포 트, 설계 도구, 시뮬 이션 컴포 트 등으로 

구성된다[2]. BPM 엔진은 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BPEL) [4] 와 같은 정형 인 로세스 기술언어

로 명세 된 로세스의 워크 로우를 진행시키며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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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를 한 응용들을 상호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

다. BPEL은 컴퓨터처리를 하여는 효율 인 텍스트기반 

언어이지만, 사람이 비즈니스 로세스를 설계, 리, 모니터

링 하기에는 합하지 않은 언어이다. 이러한 인간의 활동

을 용이하도록 고안된 언어가 Object Management Group 

(OMG)에서 표 으로 개발한 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BPMN) [5]으로, BPMN은 비즈니스 로세스들을 

시각  형상으로 나타내는 Business Process Diagram (BPD)

을 제공하고, 한 이를 BPEL과 같은 실행언어로 자동 으

로 번역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표  맵핑도 정의하고 있다.

기업의 비즈니스 로세스가 복잡해 짐에 따라 이를 모델

링 한 로세스 다이어그램, 즉 비즈니스 로세스 다이어

그램도 복잡하여지므로, 이를 분석하고 리하기 하여는 

복잡한 로세스 다이어그램을 추상화(abstraction)하여, 들

여다보고자 하는 에 맞는 비즈니스 로세스의 모습만

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비

즈니스 로세스 모델링 도구(tool)에서 제공할 수도 있으나, 

비즈니스 로세스가 여러 사람들간에 공통 으로 인식되고 

도구간 상호 호환이 가능하기 하여는 표 언어인 BPMN

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BPMN으로 모델링 된 로세스 다이어그램

을 사용자의 다양한 심의 (aspect)에서 추상화하여 볼 수 

있도록 기존의 BPMN을 확장한다. 추상화는 수평  추상

(horizontal abstraction)과 수직  추상(vertical abstraction)

으로 나  수 있다.1) 수평  추상은 규모의 에서의 추

상을 말하며 그 로 지도를 생각할 수 있다. 지도는 축척 

도에 따라 사물을 더 자세히 혹은 덜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추상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심이 

특정한 측면 혹은 측면들에 있을 수 있는데, 수직  추상은 

그러한 들로 여과된 (즉 그러한 에서 유효한) 결과

만을 추출한 추상화된 모델을 만들어 낸다. 를 들어 국

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여주는 지도의 경우 축 에 따른 

실제 지형, 지물의 사실 인 정도가 요한 것이 아니라, 모

든 고속도로의 표시와 고속도로 상의 휴게소간의 상  

치 등이 요한 요소가 된다.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로세

스의 경우에도 수직  추상은 비즈니스 로세스의 황을 

특정한 심의 측면에서 들여다 보고, 따라서 련된 단

을 더 효율 으로 내릴 수 있게 하여 주는 추상의 방향이다. 

BPMN은 내부 구조를 가질 수 있는 활동(activity)를 통

하여 부분 으로 수평  추상을 지원한다. 본 논문은 이러

한 노드(node)를 ‘슈퍼노드(super node)’라고 부르기로 하고, 

한BPMN의 수평  추상능력의 확장을 하여 ‘슈퍼에지

(super edge)’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한다. 다른 한편, BPMN

1) 수평  추이라는 용어에서 수평의 의미는 계층이라는 용어와는 다른 의미
를 갖는다.수평  시이나수평  시장 소 트웨와 같은 용어에서수평은 시
장의 여러 업종을 가로지른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 더 
가깝다. 마찬가지로수직  시이나수직  시장 소 트웨와 같은 용어에서수
직의 의미가 단일업종에 속한다는 의미와 더 유사한 개념이다. 이러한 분
류에 따르면 모델체킹(Model Checking)[6]은 수직  추상을 주로 이용하여 
시스템의 모델을 만들어 이를 검증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수직  추상이라고 말하는 추상활동도 이와 한 련이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은 수직  추상의 방법은 제공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  속성(aspect attribute)’과 ‘ 심명세(interest specification)’

의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BPMN을 확장하여, 다양한 

의 수직  추상연산(abstraction operation)을 로세스 다이

어그램에 용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의 제2 에서는 련연구에 한 논의한다. 제3 에

서는 BPMN을 간략히 소개하고, BPMN이 제공하는 제한된 

추상화 능력을 설명한다. 제4 에서는 수평  추상과 수직  

추상을 하여 BPMN을 확장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5 에

서는 4 에서 정의한 추상연산들을 용한 를 보여 다. 

마지막으로 제6 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기여를 설명한다. 

2. 련 연구

Harel은 논문 [7]에서 기존의 상태기계(state machine)의 

표기법을 확장하여 상태기계를 계층 으로 표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상태기계들을 동시성과 상호통신의 기능으로 확

장하여 이를 상태차트(statechart)라고 불 다 그리고 하나

의 상태가 펼쳐서(expanded) 보면 상태기계로 보이며 상태

기계가 하나의 상태로 압축되는 동작을 각각 인(zoom in), 

아웃(zoom out)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동작이 가능한 상

태를 슈퍼상태(superstate)라고 불 다.2) 이러한 확장된 상

태기계에 한 주된 개념들은 UML 2.0상태기계다이어그램

(State Machine Diagram)에서 수용되었다[8]. 그러나 이러한 

추상은 우리가 수평  추상이라고 부르는 추상으로 상태차

트에 하여 우리가 수직  추상이라고 부르는 추상을 시도

하지는 않았다. BPMN[5] 이나 UML 2.0 활동 다이어그램

[8]과 같은 모델링 메커니즘은 페트리넷(Petri Net)을 기반으

로 하여 활동의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동기화(synchronization)

를 명시 으로 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세스나 

웹서비스에서와 같이 업이 필수 인 도메인의 모델링에 

합하다[9]. 반면 상태기계는 개체의 행 를 기술하는 데에

는 한지만, 여러 참여자가 력하는 상황을 직 으로 

기술하는 데에는 하지 않다. 

최근 서비스를 컴포 트 단 로 보는 분산응용 개발방법

론인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에 한 많은 연구와 용이 진행되고 있다[2,10]. SOA에서

는 자동화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로세스를 모델링 하기 

하여 BPMN과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BPMN 모델

을 먼  실행 가능한 언어인 BPEL [4]로 맵핑을 하고 그 결

과를 BPEL 실행엔진으로 실행하면 비즈니스 로세스가 자

동으로 수행되게 된다. 그러나 BPMN의 용에 하여 활

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OMG안에서 BPMN을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추상능력의 확장으로 별

다른 진 이 없었다. 그러나, BPMN이 비즈니스 로세스의 

모델링과 자동화된 실행을 한 역할뿐 아니라, 업무를 수

행하는 리자들로 하여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

2) 슈퍼상태라는 용어가 이와 같이 리 수용된 용어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
에 착안하여 슈퍼노드와 슈퍼에지의 용어를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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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여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은 추상능력이 

필요하다. 

수평  추상의 측면에서는 BPMN은 이미 부분 으로 추

상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즉 BPMN에는 두 가지의 활동이 

있는데, 하나는 내부구조를 갖지 않는 원자  활동(atomic 

activity)으로 BPMN에서는 이를 태스크(task)로 부른다. 다른 

하나의 활동은 내부의 구조를 갖는 복합 인(complex) 활동

으로서 내부구조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을 펼쳐진 하  

로세스(expanded subprocess)라고 부르고, 내부구조를 보여

주지 않는 활동을 압축된 하  로세스(collapsed subprocess)

라고 부른다 [5]. 본 논문에서는 이 후자의 활동을 나타내는 

노드(node)를 ‘슈퍼노드(super node)’라고 부르기로 한다. 슈

퍼노드는 순환 으로 (recursively) 다시 그 안에 활동들로 

구성된 로세스를 포함함으로써 복잡한 로세스에 한 

계층 인 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계층별 뷰를 쉽게 이

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재의 BPMN에는 슈

퍼에지의 개념이 없고, 본 논문의 4 과 5 에서 주로 논의

하게 될 수직  추상의 개념도 갖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슈퍼에지는 UML 2.0 [8]의 상호작용 개  다

이어그램(Interaction Overview Diagram)에서 다이어그램의 

일부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임(Frame)에 비견할 수 있는 

추상이다. UML 2.0의 활동 다이어그램에서도 복합  활동

을 나타내는 노드를 통하여 본 논문의 슈퍼노드에 상응하는 

추상을 허용하나, 추가 으로 상호작용 개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필요에 따라 다이어그램을 보다 더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 다. 

재 세계 으로 50개가 넘는 BPMN 모델링 도구 벤더

가 존재하고, 그 에 표 인 선두주자 벤더의 도구로 

Pegasystems SmarBPM Suite, BEA AquaLogic BPM 

Designer, IBM WebSphere Business Modeler이 있고 국내

에는 HandySoft의 BizFlow가 있다 [11-15]. 이러한 모델링 

도구도 하  로세스의 개념을 통하여 인, 아웃의 기

능을 수행하고 로세스모델 이외의 조직모델(organization 

model)나 정보모델 (information model)와 같이 사  정의된 

모델 혹은 뷰를 보여  수 있지만, 들 들어 고객만족도

과 같이 사용자가 정의한 뷰에 맞게 다이어그램을 수직

으로 추상하는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3. BPMN

이 에서는 먼  BPMN [5]의 다이어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인 요소(element)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로세스 다이어그램을 기술하는 를 보여 다. 한 BPMN

이 제공하는 수평  추상을 설명한다.

3.1 BPMN의 기본 요소들

BPMN[5]은 로세스 다이어그램 작성에 사용될 수 있

는 많은 다양한 기호들을 정의하고 있으나, 로세스 흐름

을 나타내기 한 가장 기본 인 기호의 유형은 다음의 6

가지이다:

event          activity      workflow 

message flow     decision      fork-join 

 

이러한 기호들을 사용하여 BPMN의 사용자는 로세스를 

나타내는 그래 (graph)를 그리게 되고, BPMN 기호로 그려

진 로세스는 노드(node)들과 이 들을 연결하는 에지(edge)

들로 구성되게 된다. 의 6 가지 기본 인 기호도 흐름을 

연결하는 노드(decision, fork-join), 활동을 나타내는 노드

(즉, 활동노드), 이벤트를 나타내는 노드(즉, 이벤트 노드)와 

이 들 노드를 연결하는 에지(workflow, message flow)로 나

뉘어 진다.

BPMN은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이, 활동의 수행자(participant)

를 나타내기 한 구획면(swimlanes)의 기호로 풀(pool)과 

인(lane), 자료객체(data object) 기호, 자료객체와 로세

스 흐름을 연결하는 연 계(association), 문서화나 분석을 

목 으로 일 군의 객체(object)들을 묶는 그룹(group)기호, 

그리고 로세스 다이어그램의 독자를 한 코멘트를 기술

하기 한 주석(annotation)의 기호를 기본 인 기호로 채택

하고 있다.

pool             lane         data object 

association     group        annotation 

3.2 BPMN을 사용한 로세스 다이어그램 

구획면으로 나타내는 수행자는 풀과 인의 두 가지가 있

다. 인이 개별 인 수행주체를 나타내는데 반하여, 풀은 

일 군의 인들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조직 혹은 부서와 같

은 수행주체이다. 업무의 흐름을 나타내는 흐름선(sequence 

flow)은 풀의 경계를 넘을 수 없고, 풀 간의 상호작용은 메

시지(message)를 교환하여 이루어진다. 반면 동일한 풀의 

인들 안에 있는 노드(flow object)들 간에는 메시지 교환

이 사용될 수 없다. (그림 1)은 이러한 개념들을 사용한 

로세스 다이어그램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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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rete View 
 
: Transient View 
 
: Managed View 

: Abstraction 
 
: Undo 

View 1 

View 1.1

View 2 

View 2.n

View 2.n.1 

View 2.n.1.m 

(그림 3) 로세스 다이어그램을 한 추상연산과 각종 뷰 사이의 계

O
rgB 

O
rgA

 

T22 T21 

T11 

T23

T12 T24 

C
 

B
 

A
   

  

(그림 1) 수행자를 명시 으로 보여주는 로세스 다이어그램

3.3 BPMN이 지원하는 추상

(그림 2)는 BPMN이 지원하는 슈퍼노드를 통한 수평  

추상의 를 보여 다. 로세스 다이어그램의 일부가 슈퍼

노드로 추상화되고 슈퍼노드를 상세화하여 세부 다이어그램

을 얻는 를 보여 다. 

Evaluate 
Travel Plan 

Finalize 
Travel Plan 

Analyze 
Travel Plan 

Process 
Approval 

Finalize 
Travel Plan

Approved 

Rejected 

Process 
Rejection

Evaluate 
Travel Plan 

collapsing expanding 

(그림 2) 슈퍼노드로의 압축(collapsing)과 슈퍼노드로부터의 펼

침(expanding)

BPMN은 반복(repetition) 혹은 복수 인스턴스(multiple 

instances)의 내부구조를 갖는 활동을 한 특별한 기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repetition                     multiple instances

4. BPMN의 추상능력의 확장

이 에서는 수평  추상을 하여 슈퍼에지의 개념으로 

BPMN을 확장하고, 수직  추상을 하여  속성과 

심명세의 개념을 도입하여 BPMN을 확장한다. 

4.1 상세 뷰와 추상뷰

뷰는 수평  추상의 결과이거나 혹은 수직  추상 즉 특

정 으로부터 형성된 추상의 결과를 지칭하며, 상세 뷰

(concrete view)와 추상뷰(abstract view)의 두 가지 종류로 

나 어진다. 상세 뷰는 로세스 다이어그램을 완 히 펼친 

로세스 다이어그램 즉 모든 활동들이 태스크인 로세스 다

이어그램을 말한다. 추상뷰는 상세 뷰의 추상이다. 추상뷰는 

상세 뷰 혹은 추상뷰에 추상연산을 용하여 얻어진다. 어

떤 뷰에 도달하기 하여, 반복 으로 추상연산들을 용하

여, 간뷰(intermediate view)들을 얻는다. 간뷰들은 원상

복귀연산자(undo operation)을 용하여 추상화 이 상태의 

다이어그램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볼 때에, 

간뷰는 크게 임시뷰(transient view)와 리 상뷰(managed 

view) 로 나 어진다.

추상연산(혹은 은닉(hiding)연산)과 펼침(expansion)연산

은 로세스 다이어그램을 한 도구의 뷰어(viewer)의 연

산으로서 수행될 수 있다. (그림 3)에서 이 으로 된 원은 

완 히 펼쳐진 (혹은 상세화된) 로세스 다이어그램을 나

타낸다. 이로부터 추상연산을 용하여 추상 인 뷰 ( 를 

들어 View2)를 도출할 수 있다. 추상연산을 반복하여 용

함으로써, 추상의 정도가 높은 뷰( 를 들어 View2.n)를 도

출할 수 있다. 어떤 뷰는 사용자가 높은 심을 갖는 뷰로 

장한 후 다른 뷰들을 도출하기 한 출발 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뷰를 리 상뷰라고 부른다. 리 상뷰가 

아닌 뷰들은 임시뷰(transient view)라고 부른다. (그림 3)의 

View2.n 는 리 상뷰로서 View2.n.1, … , View2.n.1.m과 

같은 다른 뷰들을 도출하기 한 간시작 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리 상뷰는 해당 심명세와 함께 

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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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추상연산을 용하기 하여 활동은 다음의 속

성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actor>> 속성

(2) <<aspect: x>> 속성

BPMN에서 활동은 원자 인 활동이거나 다른 활동들로 

구성된 복합 인 활동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속성들은 슈

퍼노드를 포함한 하나의 노드의 속성이 될 수도 있고 는 

활동 다이어그램 체들의 속성이 될 수 있으며, 슈퍼에지

가 하나의 복합 인 활동을 나타내므로 슈퍼에지의 속성이 

될 수도 있다. 노드, 슈퍼노드, 활동 다이어그램, 슈퍼에지의 

이 네 가지 경우가 다 활동을 나타내므로, 이들을 총칭하여 

활동으로 부르기로 한다. 

<<actor>> 속성은 수행자(actor)를 나타내기 한 속성

이며, 주어진 활동을 수행하는 개체로서, 조직, 조직의 부서, 

조직의 직원 혹은 시스템이 그 가 된다. BPMN에서는 풀

과 인으로 수행자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기호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로세스를 수행하는 조직이 복잡한 구조를 가

질 경우, 이러한 기호는 확장성(scalability)에 제약을 갖게 되

므로 활동의 수행자를 표시할 수 있는 독립된 일반 인 방

법이 필요하며, 활동의 수행자를 활동의 <<actor>> 속성의 

값으로 정의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spect: 

x>>”에서 x는 사용자가 정의한 의 이름으로, 로세스

의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의 심의  혹은 이다. 

의 표 을 하여 트리(tree)구조를 사용할 것을 본 연

구는 제안한다. 실제 은 복잡한 트리 구조를 가질 수도 있

고, 하나의 뿌리노드(root node)만 있는 단순한 구조의 트리

일 수도 있다. <<actor>> 속성을 사용하지 않고 <<aspect: 

actor>>의 형식을 사용하여 <<actor>> 속성을 하나의 

으로 볼 수도 있으나, <<actor>>속성은 매우 요한 속

성이고 특히 BPMN의 구획면 기호와 연결되는 속성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따로 표 할 것을 권장한다. 

4.2 슈퍼노드와 슈퍼에지에 의한 수평  추상

제 3.3 에서 BPMN이 반복과 복수 인스턴스의 내부구조

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활동을 하여 특별한 기호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슈퍼노드가 수평  추상의 메커니즘을 제공하

고 있음을 보았다. 결정(decision)이나 분기-결합(fork-join)

의 구조는 로세스 다이어그램에 자주 사용되는 구조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한 BPMN과 일 된 다음 2개의 새

로운 기호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decision fork-join

 

(그림 4)의 의 로세스 다이어그램에서 선 안에 있

는 지역이 추상을 하여 선택되었다고 하면, 추상의 결과

를 (그림 4)의 아래와 같이 하나의 에지로 나타내질 수 있

는데 이러한 에지를 슈퍼에지라고 부른다. 

정의 1. (슈퍼에지) 슈퍼에지는 BPMN의 확장된 기호의 하

나로, 확장되지 않은 BPMN의 에지와 같이 노드와 노드를 

연결한다는 역할을 수행하나, 하나의 입구 에지(entry edge)

와 하나의 출구 에지(exit edge)를 갖는 활동 다이어그램 혹

은 활동 다이어그램의 일부를 감추는 기능을 갖는다. 

수퍼에지를 사용하여 활동 다이어그램을 추상화 하는 연산

을 이 논문에서는 ‘지역추상연산(region abstraction operation)’

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정의 2. (수평  추상연산) PDs가 로세스 다이어그램들

의 집합이면, 수평  추상연산 αH: PDs → PDs 은 

αH(PD,R,X) = PD[X/R]

으로 정의되며 여기서 PD는 로세스 다이어그램이고, R은 

하나의 입구 에지와 하나의 출구 에지를 갖는 PD의 하나의 지

역이고, X는 새로운 슈퍼노드 혹은 슈퍼에지이고 PD[X/R]

은 PD에서R을 X로 치한 결과이다.

이 연산이 수행될 때, 추상된 세부사항은 슈퍼에지의 

에 감추어진다. 슈퍼에지가 첩되어(nested) 있지 않을 경

우 슈퍼에지를 펼치면 해당 슈퍼에지의 자리에 단일한 입구 

에지와 단일한 출구 에지가 있는 활동 다이어그램 혹은 그

러한 활동 다이어그램의 부분이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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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추상을 한 지역의 선택과 지역추상의 결과

슈퍼노드와 슈퍼에지는 지역을 구조 으로 추상하여 다

는 공통 을 갖고 있으며, 슈퍼노드로 가능한 모든 추상이 

슈퍼에지로 가능하다. 이 둘 사이의 차이 은 첫째로 슈퍼

노드는 하나의 활동으로서 이름을 갖는데 비하여, 슈퍼에지

는 이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지역(region)을 

추상화하여 이름을 부여하고자 하면 슈퍼노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두번째 차이 은 인으로 수행자가 표 된 로세스 

다이어그램의 경우, 슈퍼노드는 활동의 수행자가 인의 소

유자(owner) 즉 수행자와 일치하여야 하나, 슈퍼에지는 

인의 소유자와의 일치성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슈퍼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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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모든 추상이 슈퍼노드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3)

4.3  속성을 사용한 수직  추상

이 에서는 <<aspect: x>>로 표 하는 활동의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심을 가질 수 있는 을 선언하고 

 선언된  에서의 각 활동의 값을 명시 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먼  은 다음

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정의 3. ( ) “<<aspect: x>> 속성”은 활동의 속성으로 

그와 연결된 자료구조를 갖는다. 연결된 자료구조는 

(1) 열거형 타입(enumeration type)의 노드들

(2) 열거형 타입의 노드들로 구성된 트리 혹은 

(3) 그러한 트리들의 집합(forest)

이 된다. 

아래 제 1은 이 <<actor>>인 이다. 4.1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활동들의 수행주체들 간의 계도 하나

의 으로 볼 수 있다. 한 조직을 구성하는 부서 혹은 

직원들을 수행주체로 볼 때 이들의 계를 하나의 으로 

볼 수 있다. 제 1은 이러한 을 선언하고 그 속성의 

자료구조를 정의한 이다. 

제 1. (<<actor>> ) 아래는 <<actor>> 인 Org 

을 선언하고 그 자료구조를 정의한 제이다. A, B, C

와 Org, Dept1, Dept2는 각각 individuals와 groups의 열거

형 타입의 노드라는 선언과 정의 2에 의하여, Org 의 

자료구조가 정의된다. 아래의 Org 노드를 뿌리로 갖는 트리

는 이러한 자료 구조의 유형에 맞는 재 값의  이다. 

<<aspect: Org>> 

A Dept 1 Dept 2 

B C 
A, B, C: individuals 
Org, Dept1, Dept 2: groups 

Org 

특정 을 나타내는 <<aspect: x>> 속성은 그것을 

한 자료구조를 로세스 다이어그램과 독립 으로 먼  정

의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로세스 다이어그램에서

는 각 활동 노드의 <<aspect: x>> 속성에 특정한 값을 할

당함으로써 그 속성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제 1에서는  트리의 뿌리(root)의 이름을  이

3) 슈퍼에지는 UML 2.0의 상호작용 개  다이어그램에서 임유사하게, 다
이어그램의 일부를 압축하여 보여 다.UML 활동 다이어그램에서도 복합  
활동을 나타내는 노드를 통하여 본 논문의 슈퍼노드에 상응하는 추상을 허
용하나, 추가 으로 상호작용 개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필요에 따라 다이
어그램을 보다 더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 다.

름으로 그 로 사용하 다. 그러나 다른 이름을 의 이

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품질(quality), 목표(goal) 그리고 가치(value) 와 같은 추

상 인 개념들도 이 될 수 있다. 목표와 그 하 목표

(subgoals) (그리고 다시 하 목표의 하 목표 등) 은 트리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제 2와 같은 

목표 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제 2. (<<goal>> ) 어떤 회사가 고개만족을 회사의 하

나의 목표로 설정하 다고 하자. 그 회사는 그 목표를 달성

하기 하여, ‘제품의 품질(Quality of product)’, ‘고객요구사

항’, 고객요구사항충족(Customer requirements compliance) 

그리고 ‘정시배달(On-time delivery)’ 의 세 개의 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단하 다. 이러한 결정은 다음과 같이 ‘고

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이라는 으로 나타낼 수 

있다: 

<<aspect: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satisfaction 

Quality of product Customer requirements 
compliance 

On-time delivery

이 게 속성을 통하여 각 활동들을 들여다 볼 때에, 그 

활동의 련된  안에서의 ( 치)값을 알고자 한다면, 이

를 로세스 다이어그램의 추상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자의 심을 기술하여야 한다.

정의 4. ( 심명세) 어떤 이 하나의 자료구조로 정의된 

경우, 그 에 한 사용자나 이해당사자의 심을 명세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 에 한 심을 기술한 결과

를 “ 심명세(interest specification)”라고 부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행자도 하나의 이고 

BPMN에서는 구획면을 사용하여 보 으로 <<actor>> 

을 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심명세를 통하

여 보다 정교하고 체계 으로 수행자들의 집합과 그들의 

계를 정의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유연한 추상과 상세화

가 가능하게 된다. 

제 3. ( 심명세)  속성과 로세스 다이어그램의 뷰

들을 연결하기 하여,  데이터에 “ 심(interest)”을 명

세할 수 있다. 를 들어, 다음의 심명세는 사용자가 개인 

A, B, C에만 심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특정한 

심의 에서 추상 인 뷰를 도출하고자 할 경우, 다른 세

부사항은 감춘 채로 재의 심사항만을 보여주는 뷰를 얻

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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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 OrgA>> 

A Dept 1 Dept 2 

B C 
A, B, C: individuals 
OrgA, Dept1, Dept 2: groups

OrgA 

제2 의 (그림 1)의 로세스 다이어그램은 OrgA 을 

제 3의 심명세의 측면에서 본 결과이다. 

정의 5. (수직  추상연산) PDs가 로세스 다이어그램들

의 집합이면, 수직  추상연산 αV: PDs → PDs 은 

αV(PD,A,ISA') = PD[ISA(PD) → ISA']

으로 정의되며 여기서 PD는 로세스 다이어그램이고, A는 

, ISA'는 A 의 새로운 심명세, ISA(PD)는 PD의 기

존의 A 의 심명세이고, PD[ISA(PD) → ISA']는 PD를 

기존의 심명세로부터 새로운 심명세에 맞추어 변경한 

결과이다.

제 4. ( 심명세) 아래와 같이 과 사용자 심이 명

세 되었다고 하자. 

<<aspect: OrgA>> 

A Dept 1 Dept 2 

B C 
A, B, C: individuals 
Org, Dept1, Dept 2: groups

OrgA 

원하는 뷰는 개인으로서는 A만, 그룹으로서는 Dept1과 Dept2 

만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심명세를 정의

할 경우, (그림 1)의 로세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5)과 같

이 추상되게 된다.

O
rgA

 

T11 

T23

T12 T24 A
 

D
ept1 

  

  

(그림 5) 제 4의 심명세를 (그림 1)의 OrgA에 용한 추상

제 5. ( 심명세) 다음과 같이 OrgA 에 한 심명

세가 정의되었다고 하자: 

<<aspect: OrgA>> 

A Dept 1 Dept 2 

B C 

A, B, C: individuals 
OrgA, Dept1, Dept 2: groups

OrgA 

(그림 6)는 의 OrgA 을 (그림 1)에 용한 결과이다.

O
rgA

 

T11

T23 

T12 T24  

 

(그림 6) 제 5의 심명세를 (그림 1)의 OrgA에 용한 추상결과

의 제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행자를 속성으

로 보는 근방법에 비교하여, 구획면 근방법은 심명세

를 갖지 않으므로, 정교하고 복잡한 추상을 할 수 없다. 구

획면 근방법으로는 로세스의 노드들에 한 수행자들을 

표시함으로써 수행자 의 제한된 추상만이 가능하다. 

4.4 수직  추상 연산의 순서 독립성

이 에서는 수직  추상연산의 용이 한 조건이 성

립될 경우 용 순서에 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다는 것을 보인다. 이를 하여 먼  일련의 개념들을 엄

히 정의한다. 

정의 6. ( 의 독립성) 두 개의  사이에 어떠한 제약

도 없을 경우 이 두 은 서로 독립 이라고 말한다. 

제 6. ( 의 독립성) 조직 인OrgA 과 목표

인 G1이 선언되고 그 자료구조가 (그림 7)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그림 7)의  OrgA와  G1 사이에 

어떠한 제약도 없으므로 두 은 서로 독립 이다.4) 

<<aspect: G1>>   

G2 G3 G4

G5 G6 

<<aspect: OrgA>>

A Dept 1 Dept 2 

B C 

OrgA G1 

(그림 7) 두 개의  OrgA와 G1의 자료구조 정의

4) 그러나 를 들어 만일 Dept1이 G3를 요구한다면 OrgA와 G1는 서로로부
터 비독립 인 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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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에 심속성을 명세할 경우 주로 활동이나 태스

크에 하여만 심의 상이 되는 속성을 명시 으로 명세

할 수 있다. 한 구획면을 사용하여 다이어그램이 표 될 

수도 있다. 수직  추상연산의 순서독립성을 증명하기 하

여 먼 , 로세스의 노드들의 속성을 명시 으로 일정하게 

표 한 로세스 다이어그램으로의 변환이 먼  필요하다.

정의 7. ( 심 에서 완 히 명세한 로세스 다이어그램) 

3.1 에서 제시된 BPMN 의 기본 인 기호에 하여 따라 

주어진 로세스 다이어그램을 심 에서 완 히 명세한 

로세스 다이어그램은 주어진 로세스다이어그램의 노드

들의 속성을 다음의 조건에 맞게 기술한 로세스 다이어그

램이다: 

1) 구획면 신 <<actor>> 의 속성으로 참여자를 표

시한다.

2) 로세스의 흐름에 련된 decision과 fork-join의 노

드를 포함한 모든 노드들에 하여 속성들을 명시

으로 명세한다. 

제 7. 아래 다이어그램은 (그림 7)의 두 개의 에 하

여 속성값이 할당된 로세스 다이어그램이다. 참여자 기호

가 사용되지 않고, <<actor>> 은 하나의 으로 표

되고 있다. 노드 안에 이 속성값을 표시하여 속성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 다. 여러 개의 속성을 갖는 노드의 경

우 속성값들 사이에 “;” 를 넣었다. 

Dept2; G1 B; G6

A; G5 OrgA; G2     

    

이 다이어그램에 decision에 한 속성집합을 (그림 8)과 

같이 기술함으로써 심 에서 완 히 명세한 로세스 

다이어그램을 얻게 된다.

Dept2; G1 B; G6

A; G5 OrgA; G2     

    A;B;G5;G6 

A;B;G5;G6 

(그림 8) 심 에서 완 히 명세된 로세스의 

정의 5의 수직  추상연산을 로세스 다이어그램에 용

하기 하여는 한 스텝의 수직  추상연산의 용에 해당되

는 다이어그램의 변형(transformation)이 이루어지고 이 변

형을 엄 하게 수행하기 하여 변형규칙들(transformation 

rules)이 필요하다.

수직  추상연산을 한 변형규칙

P 규칙. 심명세보다 추상수 이 낮은 속성은 삭제한다. 

N 규칙. 노드의 속성집합이 공집합인 경우 그 노드와 그 

노드의 입구에지와 출구에지를 하나의 슈퍼에지

로 체한다.

R 규칙. 지역 안의 모든 노드의 속성집합이 공집합이며 

하나의 입구와 하나의 출구를 갖는 지역으로 가

능한 최 지역을 슈퍼에지로 체한다. 

수직  추상 연산의 용은 먼  P규칙을 용하고, 이어 

그 결과로서 속성집합이 공집합인 노드들에 하여 그 개 

수 만큼N규칙을 용하고, 이어 그 결과로서 얻어진 다이어

그램에서 R규칙의 용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들에 하여 

모두 R규칙을 용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정리 1. αv1, α
v
2가 두 개의 수직  연산으로 서로 독립 인 

의 수직  추상연산인 경우 αv1°α
v
2=α

v
2°α
v
1, 즉 두 연산

의 용결과는 용순서에 계없이 동일하다.

증명) 심 에서 완 히 명세된 로세스 다이어그램

에 용되는 수직  연산을 한 변형규칙은 P규칙의 용에 

이어 속성집합이 공집합인 노드들에 용되는 일련의 N규칙

과 이러한 일련의 N규칙의 용에 의하여 하나의 입구에지

와 출구에지를 갖는 지역에 하여 용되는 R규칙의 용

으로 완결된다. 이제 두 번의 수직  연산의 용을 고려하

면 두 번의 P규칙의 용의 결과로서 노드의 속성집합은 각 

노드 별로 동일하다. 나아가, 노드의 속성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노드들도 동일하므로 두 차례의 일련의 N규칙이 용

에 의하여 슈퍼에지로 체되는 노드들의 집합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앞의 P규칙과 N규칙의 용 후에 속성집합이 공

집합이 아닌 임의의 두 노드 간의 최  지역이 모두 속성집

합이 공집합인 경우도 두 번의 수직  연산의 용 순서에 

계없이 동일하므로 두 번의 수직  연산의 용은 순서에 

계없이 동일한 로세스 다이어그램을 주게 된다.

제 9. { G1-αv1, OrgA-α
v
1} 연산의 용.

(그림 8)의 로세스 다이어그램에 다음과 같이 <G1-αv1, 

OrgA-αv1>의 순서로 먼  추상연산을 용한다: 

1-1) G1-αv1 은 다음의 심명세를 (그림 8)에 용하는 

연산이다:

<<aspect: G1>>

G2 G3 G4 

G5 G6 

G1 

P 규칙이 해당되며 그 용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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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2; G1 

OrgA; G2     

    

A;B 

A;B B 

A 

1-2) OrgA-αv1은 다음의 심명세를 의G1-αv1의 결과

에 용하는 연산이다:

<<aspect: OrgA>> 

A Dept 1 Dept 2 

B C 

OrgA 

먼  P 규칙이 해당되고, 그 결과 N 규칙이 용 가능하

다. N 규칙을 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Dept2; G1 

OrgA; G2     

    

A 

A 

A 

이제 (그림 8)의 로세스 다이어그램에 앞에서 용한 

두 개의 추상연산들을 순서를 바꾸어 <OrgA-αv1, G1-α
v
1> 

의 순서로 용한다. 각 연산의 용 시 사용하는 심명세

는 에서 각 연산을 용할 때의 심명세와 동일하다. 

2-1) OrgA-αv1을 용하면 P규칙이 용 가능하여 다음

과 같은 뷰가 얻어진다: 

Dept2; G1 G6 

A; G5 OrgA; G2     

    A;G5;G6 

A;G5;G6 

2-2) G1-αv1을 용하면 P 규칙이 용가능하고, 그 결과

에 N 규칙이 용 가능하다. 최종 인 결과는 1-2의 결과와 

같다. 따라서 <G1-αv1, OrgA-α
v
1>와 <OrgA-α

v
1, G1-α

v
1> 

의 용결과가 동일하다. 

정리 1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의 수직  추상연산의 

용이 순서독립 임을 보 다. 정리 1에 의하여 일반 으

로 서로 다른 n개의 의 수직  추상의 경우 추상연산의 

용순서에 계없이 같은 결과를 얻게 됨을 알 수 있다. 

정리 2. αv1, …, α
v
n가 서로 독립 인 의 n개의 수직  

연산인 경우 이 들 n개의 연산의 용결과는 용순서에 

계없이 동일하다.

5. 추상연산의 용 

이 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BPMN의 추상연산들의 추가

인 용 제를 제공한다. 5.1 에는 수직  추상연산이 

용순서에 계없이 일 된 결과를 주는 추가 인 를 보

이고, 5.2 에서는 추가 인 수직  추상의 , 5.3 에서는 

수평  추상의 를 보여 다.

5.1 일련의 수직  추상연산을 서로 다른 순서로 용한 추

가 인 

아래는 두 개의  P1과 P2의 속성들을 갖고 있는 

로세스이다. P1 의 속성의 집합을 {A, B, C}라고 하고 P2 

의 속성의 집합을 {W, X, Y, Z}이라고 가정한다. 

 

C; Y

A; X

B 

C 

Y 

Z 

X 

W 

B 

P1 의 심명세가 I1 = {A, B}, P2 의 심명세

가 I2 ={X} 인 경우 의 로세스를 이들 심 에서 완

히 명세한 로세스는 아래와 같다5):

C; Y

A; X

B 

C 

Y 

Z 

X 

W 

B 

B; C B; C Y; Z Y; Z 

X; WX; W 

(그림 9) I1 과 I2의 심 에서 완 히 명세된 로세스

P1 의 심명세와 P2 의 심명세가 제 7과 

같은 경우, I1의 용을 αv1, I2 의 용을 αv2라고 하자. 먼

 αv1 을 용하면 P규칙이 용 가능하여 C 속성이 보이

지 않게 되고, 그 결과에 N규칙이 용 가능하다.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Y 

A; X

B Y 

Z 

X 

W 

B 

B Y;Z B Y;Z 

X; W X; W

5) Fork-join 의 경우 노드 에 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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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 POrg>> 

Business 
Department 

Support 
Department 

Planning 
Department

IT maintenance 
unit 

Acquisition 
unit 

POrg 

. . . 

. . . 

<<aspect: PValue>>

Process 
Adherence 

V2. Process 
Quality 

V1. “Within Budget” 
Management 

PValue

. . . 

(그림 10) P회사의 조직도와 새로운 뷰를 하여 제시된 새로운 심명세

이제 αv2를 용하면 P규칙이 용되고, 그 결과 5개의 

노드에 하여 N규칙이 용 가능하게 된다. 이를 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X 

B 

X 

B 

B B 

X 
X 

이 뷰에는 R규칙이 용가능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X 

B 

X 

B 

B B 

X 
X 

이제 (그림 9)의 로세스 다이어그램에 앞에서 용한 

두 개의 추상연산들을 순서를 바꾸어 용한다. 먼  αv2를 

용하면 P규칙이 용 가능하다. P규칙을 용한 결과에 3군

데에서 N 규칙의 용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C 

A; X 

B 

C 

X 

B 

B; C B; C 

X X 

이 뷰에는 R규칙이 용가능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C 

A; X 

B 

C 

X 

B 

B; C B; C 

X X 

이제 αv1을 용하면 P규칙이 용되며, 그 결과에 N규칙

이 한번 용 가능하다. 최종 인 결과는 앞서 수직  연산

의 순서를 바꾸어 용한 결과와 동일하다. 

5.2 수직  추상의 추가 인 

이 의 는 P 회사의 유지보수 로세스에 기반하고 있

다. (그림 11)는 이 로세스를 보여 다. P회사의 조직은 (그

림 10)의 POrg라는 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델링 된다. 

한 (그림 10)의 PValue라는 에서 보이는 것처럼, P회

사가 추구하는 기업의 가치로 업무 로세스 수(process 

adherence), 품질 높은 업무 로세스(process quality), 산

범 에 맞는 리(“Within Budget” management)등이 있다. 

P회사의 유지보수 업무 로세스는 (그림 11)에 정의되어 

있다. (그림 11)의 로세스의 세 참여자는 (그림 10)의 POrg

에 나타나 있다. 

먼  (그림 11)의 로세스를 POrg 에서 (그림 10)에 

표시된 심명세처럼 Business Department와 Support De-

partment 로 보면, (그림 12)과 같이 IT Maintenance Unit

과 Acquisition Unit의 두 개의 참여자가 Support Department

라는 하나의 참여자로 합쳐지고, 그 나머지에서는 과 동

일한 다이어그램으로 변환되게 된다. PValue 에서 (그

림 11)은 ‘ 산범 에 맞는 리(“Within Budget” manage-

ment value)’ 가치에 련된 다이어그램 요소를 (V1)로 표

시하고, ‘높은 품질을 추구하는 업무 로세스(Process quality 

value)’ 가치에 련된 요소를 (V2)로 나타내고, ‘ 로세스 

수(Process Adherence)’의 가치는 로세스 체에 한 

수를 요구하는 상 수 의 가치이므로 어느 특정 다이어

그램 요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0)에서 PValue 의 

심명세가 {Process Adherence, “Within Budget” management 

value}이므로 (V1)과 (V2)의 두 가지  어느 가치에도 해

당되지 않는 다이어그램의 요소는 슈퍼에지로서 추상한다. 

(그림 12)은 이와 같이 POrg 와 PValue 의 심명세들

에 따라 (그림 12)을 추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3 수평  추상의 추가 인 

이 의 는 [5]에 나오는 이메일투표의 에 기반한다. 

(그림 13)는 이메일투표 로세스를 보여 다. 이 로세스

는 참여자가 이메일투표 리자 하나이고, 투표를 하는 사

람들은 외부 참여자로 로세스 다이어그램에는 명시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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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 site  
and perform 
maintenance

Budget Okay? 

Business Department IT Maintenance Unit Acquisition Unit 

Yes 

No 

No 

Yes 

Decide  
maintenance 
solution

Parts in 
stock? 

Maintenance 
needs arise

Request for
maintenance 

Request for 
purchase of 

parts  

Verify 
maintenance  

results 

Results 
Okay?  

Yes 

Purchase  
parts  

Deliver the  
parts 

No 

(V1) 

(V1): “Within Budget” management value 
(V2): Process quality value 

(V2) 

(V2)

(V1)

(그림 11) P회사의 유지보수 로세스

 

Budget Okay? 

Business Department Support Department 

Yes 

No 

No 

Yes 

Decide  
maintenance 
solution

Parts in 
stock? 

Verify 
maintenance  

results 

Results 
Okay?  

Yes 

No 

(V1) 

(V2) 

(V2)

(V1)

(그림 12) (그림 11)의 로세스로부터 (그림 10)의 심명세들을 용하여 도출한 로세스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13)의 로세스에서 수평  추상이 

되는 다섯 개의 지역을 (A)～(E)로 나타내었다. 

(그림 13)에서 (A)와 (B)는 로세스의 세부내용이 심

을 가져야 할 상이므로 구체 인 명칭을 가진 슈퍼노드로 

추상화 할 상이고, (C), (D), (E)는 추상화 상이지만 특

별히 세부내용에 한 명칭을  상이 아니어서 슈퍼에지

로 추상화 할 상이라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추상을 용

한 결과가 (그림 14)에 있다. 지역 (C)은 지역 (A)안에 들어 

있으므로, (A)가 추상화 되기 에 먼  추상화 되어야 하

고 따라서 그리 14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 1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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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Results  
of Vote 

Prepare 
Results 

Re-announce 
Vote with 

Warning to  
voting members 

Ann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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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Moderate Email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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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Moderate Email 
Discussion 

Receiv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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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 6 days 

Review Issue 
List 

Any issues 
Ready? 

No 
Check Calendar 
for Conference 

Call

Conference Call In Discussion Week?

Email Discussion 
Deadline Warning

Delay 6 days from 
Announcement 

Moderate 
Conference Call

Discussion

Yes 
No

7 days

Evaluate 
Discussion 
Progress

Wait until Thursday 9am

Announce 
Issues 

Check Calendar 
for Conference 

ll

Receive 
Vote 

Email Vote 
Deadline Warning

Increment
Tally 

Moderate Conference 
Call Discussion Yes 

No

Post Results 
on Web Site 

No 
Yes 

Reduce number of 
Voting members 
and Recalculate 

No 

Yes Did enough 
Members Vote? 

Have the 
members been 

warned? 

Issues w/o 
Majority? 

2nd Time?
Yes 

No

Yes 

No

Reduce number of 
Voting members 
and Recalculate 

Reduce number of 
Voting members 
and Recalculate 

Conference Call In Voting Week?

(A)

(C) 

(B)

(D)

(E) 

(그림 13) 이메일 투표 로세스

서 Discussion Cyle 활동을 아웃하면 (그림 13)의 (A)와 

같지만 (C)지역만 슈퍼에지로 변경된 세부 다이어그램이 보

이게 되고 여기서 다시 (C)를 아웃함으로써 (그림 13)의 (C)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세부 하 로세스가 보이게 된다.

6. 결  론

모델링 언어의 수평  추상기능은 상의 크기가 크던 작

던 계없이 모델링이 가능하게 해 주고, 수직  추상기능

은 이미 구축된 모델을 특정한 심에 맞추어 그 단면을 들

여다 보게 함으로써 모델링 언어에 분석의 능력을 가져다 

다. 재의 BPMN 언어는 복합  활동을 나타내는 노드 

(즉, 슈퍼노드)를 통하여 수평 인 추상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추상화된 로세스 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슈퍼에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BPMN이 제공할 

수 있는 수평 인 추상의 범 를 확장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슈퍼에지는 UML 2.0의 상호작용 개  다이어그램이 

이미 갖고 있는, 다이어그램의 일부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임 기능에 비견할 수 있는 추상 방법이다. 한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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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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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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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그림 13)의 로세스에 수평  추상을 용한 결과의 

문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심을 나타내는  자료구조와 

특정이해당사자의 재의 심을 기술하는 심명세의 개념

을 도입하여 수직 인 추상의 체계를 BPMN에 도입하 다. 

이러한 확장된 BPMN의 유연한 추상 능력은 BPM 기반으

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에서 BPMN이 비즈니스 로세스

의 모델링과 자동화된 실행을 한 역할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BPMN을 더욱 실용 인 비

즈니스 로세스 모델링 언어로 만들어 주고 BPMN이 비즈

니스 로세스의 자동화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만

들어  것이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링에 한 

언어로서 BPMN과 UML2.0의 활동다이어그램이 갖는 유사

성[16]을 고려하여 본 연구를 UML 2.0의 활동다이어그램에 

용하고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 추상화 연산들에 

한 수(algebra)의 개발과 추상화연산이론에 근거한 도구

의 개발이 요구된다. 추상화 연산 수의 개발은 사용자가 

추상연산의 성질을 이해하여 원하는 뷰를 추상연산의 합성

으로 표 하도록 하여주고, 동시에 도구가 이를 지원함으로

써 일 성 있고 사용자의도에 맞는 뷰를 보여  수 있게 하

여 다. 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한 쿼리(Query) 언어의 

역할과 같이 도구가 수 인 성질을 이용하여 최 화된 연

산을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뷰를 효율 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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