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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OA) 기반의 애 리 이션 개발에 맞게 비즈니스 로세스의 유연성을 확보하

고 재사용을 증진시키기 하여 비즈니스 로세스 패 리 모델 (Business Process Family Model: BPFM)이 제시되었다. BPFM은 소 트웨어 

로덕트 라인 방법의 가변성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로세스 군 (family)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변성을 분석하여 이를 명시 으로 

표 하고 있는 모델이다. BPFM으로부터 여러 개의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 (Business Process Model: BPM)을 개발하기 해서는 가변성 결

정  가지치기(Decision and Pruning)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 가변성 사이에는 서로 력  는 배타 인 계를 가질 수 있고 이는 가

변성 결정과 가지치기에 향을 미치게 되는데, 재 제시된 BPFM에는 이러한 바인딩 정보에 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로세스 군에서 식별될 수 있는 가변성들 사이의 의존 계 유형을 분석하고 이러한 가변성 정보를 독립된 의존

계 분석모델로 표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한 추출된 모델을 기반으로 하나의 가변성 결정으로부터 향을 받는 다른 가변성들을 추 하여 

선결정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가변성 결정회수를 일 수 있고, 한 잘못된 가변성 결정으로 인한 BPM

의 기능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음을 사례연구를 통해 보인다.

키워드 : 가변성 의존 계, 가변성 결정, 가변성 분석,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 비즈니스 로세스 패 리 모델

Variability Dependency Analysis for Generating Business Process Models 

based on Variability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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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business process family model (BPFM), which is new approachfor assuring businessflexibility and enhancing reuse in 

application development with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OA), was proposed. The BPFM is a model which can explicitly represent the 

variabilities in business process family by using the variability analysis method of software product line. Many business process models 

(BPM) can be generated automatically through decision and pruning processes from BPFM. At this time, the variabilities tend to have 

inclusive or exclusive dependencies between them. This affects the decision and pruning processes. So far,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binding information of variability dependency in the BPFM.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pproach for analyzing various types of dependency relationships between variabilities and representing the 

variability and their relationships as a dependency analysis model. Additionally, a method which can trace the variabilities affected by a 

decision on the dependency analysis model is presented. The case study shows that the proposed approach helps to reduce the number of 

variability decision and to solve a disagreement of functions in BPM produced by incorrectly deciding the variability.

Keywords : Variability Dependency, Variability Decision, Variability Analysis, Business Process Model, Business Process 

Family Model

1. 소  개 1)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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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는 재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를 기반으로 애 리 이션

을 개발하고자 하는 아키텍처 모델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즈니스 작업자는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 

(Business Process Model: BPM)을 통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로세스란 용어로 비즈니스 서비스를 사용하고, 

IT 개발자는SOA를 통해서 IT가 이해하기 쉬운 아키텍처란 

용어로 소 트웨어 서비스를 표 한다 [1]. IT 개발자는 

SOA 개념에 따라 비즈니스의 기능을 서비스로 구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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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Oriented

Business IT BPM SOA 

(그림 1) 비즈니스와 IT의 간격을 이기 한 BPM과 SOA

모델 요소 의미 표시법

선택  도메인 액티비티
도메인 액티비티 하나가 선택 인 경우를 나타낸다. 이것은 비즈니스 로세스 흐름 , 

도메인 액티비티의 추가, 삭제를 발생시킨다.
Activity1

가변

가변  모델요소는 도메인 액티비티가 체, 확장 될 수 있음을 나타내기 해 도메인 액

티비티를 나타내는 둥근 사각형에 착하여 표 한다. 비즈니스 로세스 흐름 , 하나

이상의 도메인 액티비티의 체를 발생시킨다.

vp

가변치 응 계 가변 과 하나 이상의 가변치 ( 는 가변치 역)를 연결시키기 한 계 모델요소이다.

가변치 역

(variants region)
가변치 역은 하나 이상의 가변치들의 묶음을 나타내기 한 모델요소이다. 

<표 1> 가변성 표 을 한 UML2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확장 모델요소

variant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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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PFM에서 일어나는 가변성 결정

써 비즈니스의 변화에 민첩하게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SOA 기반의 애 리 이션 개발에 맞게 비즈니스 

로세스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증진시키기 하여 

소 트웨어 로덕트 라인 방법의 가변성 분석 기법을 사용

하여 비즈니스 로세스 군 (family)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

변성을 분석하고 이를 명시 으로 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로세스 패 리 모델 (Business Process Family Model: 

BPFM)이 있다 [2]. 하나의 BPFM으로부터 가변성 결정  

가지치기 (Decision and Pruning) 과정을 거쳐 하나 이상의 

BPM을 개발할 수 있다. BPFM은 비즈니스 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변성을 표 할 수 있다. 그러나 

재 BPFM을 재사용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바인딩 정보 

 가변성 의존 계 정보에 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가변성 사이의 의존 계는 가변성 유형과 의존 계의 

유형(필수  는 배타 )에 따라 재사용 시, 결정과 가지치

기에 바로 향을 다. 

(그림 2)는 재 BPFM에서 가변성 결정이 이루어지는 

지 들(dn)을 표 하고 있다. <표 1>은 BPFM을 UML2 액

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표 하기 해서 추가 으로 

새로 정의한 모델요소들이다. BPFM을 이용하여 가변성을 

결정하는 방식은 가변성 추상화의 두 수 에서 나뉘어 결정

이 이루어진다. 먼  상 수 에서 선택  활동에 해 선

택/제거의 결정이 내려진다. 그리고 하 수 의 가변 에서 

가변치들의 선택, 선택된 가변치들 사이의 흐름 선택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수 의 분리로 인해 결정해야 

하는 단계를 나  수 있다는 장 이 있고, 모델 그 자체에

서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

지 가변성 요소들 사이의 의존 계에 한 정보가 없기 때

문에 먼  이루어진 가변성 결정이 다른 가변성 요소에 어

떠한 향을 미칠 것인지를 애 리 이션 개발자는 모르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 결과 가변성 결정에 한 일 된 

단을 행하 는지에 한 검증이  다시 필요하게 된다. 

를 들어, (그림 2)에서 d1의 가변성 결정이 d2의 가변 에 

바인딩 되어 있는 가변치1을 요구하는 의존 계를 가진다면, 

d1에서 가변성 결정만으로 d2에서 일어나는 가변성 결정은 

생략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결정을 요구하는 련된 

가변성 요소들을 추  할 수 있다면, 개발자에게 요구하는 

가변성 결정의 횟수는 격히 어들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BPFM에 포함된 가변성 정보를 독립된 의

존 계 분석모델 구성요소로 추출해 내고 각 가변성 결정유

형에 따라 가변성 의존 계를 표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추출된 모델에서 가변성 결정이 향을 미치는 범 의 가변

성들을 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2. 기반 연구

2.1 소 트웨어 로덕트 라인 

소 트웨어 로덕트 라인은 일련의 련된 시스템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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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Model

Base Req. 
Model

Variability 
Model

…
Base Arch. 

Model

Base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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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 Req.

DA  Model

Base Arch.

DC  Model

Base Com.

(그림 4) 가변성을 표 하기 한 기존의 두 가지 근 방법

(그림 3) 소 트웨어 로덕트 라인 자산 메타모델 [7]

도메인 내에서 다시 재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공통된 부분들

을 식별하고, 시스템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가변  요소들

을 분석하는 것이다 [3, 4]. 도메인의 주요 산출물들 –요구사
항 [5], 아키텍처 [6] 등- 은 분석된 공통성과 가변성을 명시

으로 나타냄으로써 로덕트 라인의 자산(asset)이 된다. 

(그림 3)은 소 트웨어 로덕트 라인 자산에 한 메타

모델이다 [7]. 자산은 하나 이상의 산출물(artifact)들로 구성

되며, 다른 산출물과 계를 가질 수도 있다. 하나의 산출물

은 요구사항 개발, 설계 는 런타임 문맥과 같은 특정 문

맥(artifact context)과 련된다. 산출물은 산출물 구성요소

(artifact constituent)와 모델(model)의 형태로 특수화

(specialization) 될 수 있다. 산출물 구성요소는 재사용 될 

때, 수정될 수 있는 지 을 나타내는 가변 (variability point)

을 가지기도 하며, 모델은 각 형태에 따라 산출물 구성요소

가 내포하고 있는 가변 을 표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가변 에는 가변성 실  시 바인딩 될 수 있는 구체 인 값

인 가변치(variant)가 하나 이상 연결될 수 있다. 한 실  

시 가변 에 바인딩 될 수 있는 가변치 개수를 가변  응

값(vp cardinality)으로 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로세스 분석 문맥에서 식별할 수 있는 가변성을 분석한 

후, 이를 도메인 액티비티 산출물 구성요소와 비즈니스 

로세스 패 리 모델 형태로 산출된 자산에 을 둔다. 

2.2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

Process-oriented 으로 비즈니스 로세스를 표 하

는 모델링 방법론에는 Petri Nets, UML 액티비티 다이어그

램, BPMN (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등이 있다 

[8, 9]. BPMN은 모든 사용자가 사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

기법 개발을 목표로, BPEL4WS (BPEL4 web service)와 

BPML (Business Process Modeling Language)과 같이 비

즈니스 로세스의 실행을 해 설계된 XML언어에 시각

으로 표  가능한 공통된 표기법을 제공하려는 목 으로 개

발되었다 [10]. UML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소 트웨어에

서 즉시 개발되는 소 트웨어와 기술  로세스에 더 맞춰

져 있고, Petri Nets은 좀더 넓은 범 의 목 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11]. 재 이들 로세스 모델링 언어들은 모

두 비즈니스 로세스의 설계와 로세스의 실행 사이에 있

는 차이의 표 화된 연결을 해 노력하고 있다 [12]. 본 논

문에서 제시하는 BPFM은 이 , 개발자에게 친숙하고 크고 

복잡한 SOA 애 리 이션을 좀 더 리하기 쉬운 컴포 트

로 분해하기에 용이한 UML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의 스펙을 

분석, 이를 확장하여 가변성을 가진 비즈니스 로세스를 

표 하고 있다.

2.3 가변성 의존 계 표 방법 

소 트웨어 로덕트 라인의 기존 연구들에서 가변성을 

표 하는 방법은 (그림 4)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형태 모델(Base∼model)이란 단일 애

리 이션 개발 시 산출되는 모델과 같이 가변성이 표 되

지 않는 형태를 의미한다. 

•기본모델과 가변성을 함께 모델에 표  - (그림 4)의 

왼쪽에서 표 하고 있는 형태와 같이 기본모델에 가변

성을 표 하기 한 요소를 추가하여 특정 자산을 개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13-16] 등의 연구에서 

용이 되었다. 이 방법은 특정 자산, 를 들어 도메인 

아키텍처 모델(DA Model)만을 고려할 때, 가변성을 나

타내기 한 확장 기법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기존

의 기본모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그 로 이용

할 수 있어서 개발자에게 도메인 자산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특정 하나의 자산뿐만 아

니라 다른 자산들, 를 들어, 도메인 요구사항 모델(DR 

Model), 도메인 컴포 트 모델(DC Model))들을 함께 고

려한다면, 이들 사이의 가변성의 계를 일 성 있게 다

루지 못하게 되는 단 이 있다. (그림 5)는 [16]방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변성 표 방법의 이다. 이 근방법

에서 가변성 의존 계를 표 하는 것은 모델의 복잡성

을 증가시키게 된다. 재 BPFM은 기본모델에 가변성

이 같이 표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근방법을 따르

고 있다. BPFM에서 사용되는 계 모델링 요소에는 제

어흐름 (control flow), 객체흐름 (object flow)과 가변

과 가변치를 연결하는 가변  바인딩 (VPbinding)이 있

다. 여기에 의존 계 모델 요소까지 추가하게 된다면, 

모델의 readability는 아주 떨어지게 될 것이다.

•기본 모델과 가변성 모델을 분리하여 표  - 이러한 

근 방법의 표 인 연구는 [17, 18] 등이 있다. 이 방

법에서는 기본모델과 가변성 모델을 분리하여 표 한다. 

그리고 하나의 가변성 모델을 기반으로 여러 자산의 기

본모델에 연결 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가

변성 모델을 하나의 독립된 모델로 분리함으로써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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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8]방법에서 사용하고 있는가변성 표 방법

가변성유형 가변성유형 설명 결정유형 결정유형 설명

공통성/선택성 속성가변성

(CV_property variability)
도메인 액티비티 그 자체가 선택 인 경우 Boolean decision 도메인 액티비티의 선택 는 제거

체가능후보 선택가변성 (Alternative 

variants-selection variability)
후보액티비티 n개가 선택되어 체될 수 있는 경우 selection decision 0~n개의 도메인 액티비티 선택

확장흐름 선택가변성

(Extension flow variability)
특정 조건하에서만 확장흐름이 수행되는 경우 Boolean decision 확장흐름 선택 는 제거

흐름결정 가변성 

(Flow decision variability)
두 가지 이상의 흐름유형 조합이 가변 인 경우 flow decision 도메인 액티비티들 사이의 흐름 결정

<표 2> BPFM의 가변성 유형  결정유형

(그림 5) [16]방법에서 사용하고 있는가변성 표 방법

성만을 일 성 있게 다룰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변성

의 의존 계도 잘 리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가변성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가변성이 정제되어 나

타나게 되고 각 자산마다 가변성이 표 되어야 하는 자

산의 요소가 달라지는데, 이를 표 할 방법이 부족하다

는 단 이 있다. (그림 6)은 [18]방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변성 표 방법의 이다. 이 근방법에서 가변성 의

존 계를 표 하는 것은 일단 가변성 요소들만 분리되어 

있는 가변성 모델에서 의존 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

에 앞 근방법보다는 표 하고 리하기가 용이하다. 

본 연구에는 기본모델에 가변성을 표 하는 방법을 유지

하면서 모델의 복잡성을 증가시키지 않기 해 의존 계 정

보를 독립 으로 분리하여 표 하는 방법으로 근한다. 

3. 가변성 의존 계 분석 모델

<표 2>는 BPFM에서 표 하는 가변성 유형을 정리한 것이

다. 결정유형은 이러한 가변성 유형에 따라 Boolean decision

과 selection decision, 그리고 flow decis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Boolean decision은 단지 액티비티 는 액티비티의 

그룹이 true/false의 선택으로 비즈니스 로세스에 삽입 

는 삭제될 수 있는 결정을 의미한다. selection decision은 

후보 액티비티 , 정의된 가변치 응값(vp cardinality)만

큼 선택되어 비즈니스 로세스에 체될 수 있는 결정을 

의미한다. flow decision은 액티비티들 사이의 흐름을 결정

하는 것으로 이는 액티비티들의 삽입, 삭제, 체에는 향

을 주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가변성 결정이 도메인 액티

비티의 선택 는 제거에 향을 주는 Boolean decision과 

selection decision에 하여 그 의존성을 분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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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2      

v1

v2

v3

vp1

vp of Boolean decision vp of Selection decision with 
variants v1, v2, and v3

2

1

v1 is a default variant

maximum vpCadinality

minimum vpCadinality variant

(그림 7) 가변성 의존 계 분석모델 구성요소

(그림 8) Free Parking System의 입차를 한 BPFM

vp3

v1

v3

v1

v2

vp4 vp5vp1      
3

1

vp2      
2

1

v2

(그림 9) 사례연구(그림 8)에 한 가변성 의존 계 분석모델 구성요소

3.1 가변성 의존 계 분석모델 구성요소 정의 

BPFM으로부터 액티비티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변

성들을 추출하여 독립된 가변성 의존 계 분석모델을 그린

다. 이 모델이 가지는 모델요소는 가변성 결정유형에 따라 

(그림 7)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표 된다. (그림 7)의 (1)은 

Boolean decision이 이루어지는 가변 을 나타내며, (그림 7)

의 (2)는 selection decision이 이루어지는 가변 을 나타낸

다. (2)의 경우는 가변 에 원으로 가변치들을 연결하여 표

시한다. 이때 항상 선택이 이루어지는 default 가변치인 경

우 선 없이 가변치가 가변 에 붙어있는 모양을 가진다. 

한 가변치 응값을 가변  모델링 요소 에 그림과 같이 

표 한다. 마지막으로 BPFM은 도메인 액티비티들 사이의 

일련의 순서를 가진 흐름이기 때문에 가변성 결정도 이와 

동일하게 흐름을 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가변  

모델링 요소의 이름을 vpn (n: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으로 

표시한다. 

(그림 8)은 Free Parking System을 한 도메인에서 입

차 시 행해지는 가변성을 가진 액티비티들에 한 BPFM이

다. 이 BPFM에서는 가변성이 모두 다섯 곳에서 표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다섯 번의 가변성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다. 첫 번째 가변 을 가진 액티비티는 차ID를 인증하는 일

반화된 액티비티인데, card에 의한 수동인증, RFID 태그를 

이용한 자동인증, 카메라를 통한 반수동인증으로 구체 인 

가변치 액티비티를 가진다. 두 번째 가변 을 가진 액티비

티는 사용 가능한 주차공간을 표시하는 액티비티와 지정석

을 표시하는 액티비티로 구체화 될 수 있다. 세 번째 가변

을 가진 액티비티부터 다섯 번째 액티비티는 모두 RFID 

태그를 이용한 주차 치 인식 련 액티비티들이다. 

(그림 8)로부터 추출된 가변성 의존 계 분석모델의 구성

요소들은 (그림 9)와 같다. vp1과 vp2는 selection decision 

모델요소로, vp3, vp4, vp5는 Boolean decision 모델요소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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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변성 의존 계 분석 

BPFM 상에 나타날 수 있는 가변성 의존 계와 그 유형

을 (그림 10)과 같이 정의한다. 의존 계는 Boolean decision 

가변 들 사이에, 그리고 Boolean decision 가변 과 가변치

들 사이, 가변치와  다른 가변치들 사이에 존재한다. 의존

계 유형은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 의존 계, 충분

조건 (sufficient condition) 의존 계가 있다. 모든 의존 계

에는 이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림 10) 가변성 의존 계 유형  존재 계

•충분조건 의존 계 설정 –  BPFM에서 재 가변  선

택결정이 뒤의 가변  선택결정에 향을 주는 형태를 

충분조건 의존 계로 설정하고 이를 앞에서 뒤 방향 화

살표로 나타내며, 화살표의 시작 에 흰 동그라미를 붙

인다. 이때 동그라미는 그 가변  는 가변치가 계 

맺고 있는 충분조건 계수를 의미하는 토큰이 된다. 

를 들어, (그림 11)에서 vp1이 선택이 되면 vp2와 vp3

의 가변치 v2가 따라서 선택되어야 함을 나타내기 해 

의존 계를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충분조건 의존 계 

설정은 가변  결정 시, 가변  vp1이 선택되면 v1에 

‘충분조건’으로 의존하고 있는 모든 가변  는 가변치

들이 자동 미리 선택될 수 있도록 해 다.

vp2

v1

v2

vp1      

vp3      
2

1

(그림 11) 충분조건 의존 계

•필요조건 의존 계 설정 –  BPFM에서 재 가변  선

택결정이 필수 으로 앞의 가변  선택결정을 필요로 

하는 의존 계 일 때, 이를 뒤에서 앞 방향 화살표로 나

타내고 화살표 끝에 검은색 동그라미를 붙인다. 이때 동

그라미는 그 가변  는 가변치가 계 맺고 있는 필

요조건 계수를 의미하는 토큰이 된다. 를 들어, (그

림 12)는 vp2와 vp3의 가변치 v2가 수행되기 해서 반

드시 vp1의 가변치 v2가 존재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반 로 vp1의 v2가 선택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vp2 

는 vp3의 v2가 선택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조건 의존 계 설정은 가변  결정 시, 가변  vp1

에서 만약 가변치 v2가 선택되지 못하면 v2에 ‘필요조

건’으로 의존하고 있는 모든 가변  는 가변치들이 자

동 가지치기 될 수 있도록 해 다. 

vp2
v1

v2

v3

v1

v2

vp1      
2

0

vp3      
2

1

(그림 12) 필요조건 의존 계

(그림 13)은 (그림 8) (Free Parking System의 입차를 

한 BPFM)에서 분석된 가변성 의존 계 분석모델이다. 가변

성 결정을 해야 하는 세 번째 액티비티(vp3)부터 다섯 번째 

액티비티(vp5)는 모두 RFID 태그를 이용한 주차 치 인식

련 액티비티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변성(vp1)의 RFID 

가변치 액티비티(v2)가 선택되었을 때만 가능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연속된 필요조건 의존 계(vp3이 vp1의 v2를, 

vp4는 vp3을, vp5는 vp3)를 가지게 된다. 특히, 주차 시 지

정석임을 체크하여 이를 알려주는 가변  액티비티 vp4는 

RFID 련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지정석 안내표시 액티비티 

(vp2의 v2)에도 필요조건 의존 계를 보인다.

vp3

v1

v3

v1

v2

vp4 vp5

vp1      
3

1

vp2      
2

1

v2

(그림 13) 사례연구(그림 8)에 한 가변성 의존 계 분석모델

3.3 가변성 결정을 한 의존 계 추  

BPFM에서 BPM으로 인스턴스하기 해 가변성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때는 분석된 가변성 의존 계를 바탕으로 

서로 향을 주는 의존 계를 추 하여 련 가변성들에 

한 결정을 미리 수행할 수 있게 된다. BPFM은 일련의 순서

를 가진 모델이기 때문에 이 순서에 따라 결정과정이 이루

어진다. 만약 vp1에 해당하는 도메인 액티비티에 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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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계 유형 가변성 결정 가지치기 과정

충분조건 

의존 계

vp1 선택 vp1과 충분조건 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vp들을 추 하여 ‘선택’ 결정한다.

vp1 제거 vp1과 충분조건 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vp에도 결정 향을 주지 않는다.

필요조건 

의존 계

vp1 선택 vp1과 필요조건 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vp에도 결정 향을 주지 않는다.

vp1 제거 vp1과 필요조건 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vp들을 추 하여 ‘제거’ 결정한다. 

<표 3> 의존 계 유형에 따른가지치기 과정

void  traceVP(VariabilityAnalysisModel VAM)
{

foreach vpi in VAM
if not vpi.checked

switch vpi.vpType
case BooleanType:

decision vpi;
vpi.checked=true;
if vpi.decisionType == true then

selectionTraceCheck(vpi);
else

deletionTraceCheck(vpi);  
break;
case SelectionType: 

foreach vai in vpi.variants
if vpi.cardinality.upper>0 {

if not vai.checked {
decision vai;
vai.checked=true;
if vai.decisionType == true {

vpi.cardinality.upper--;
selectionTraceCheck(vai);

}
else

deletionTraceCheck(vai);
} //if

}//if
end foreach
vpi.checked=true;

end switch 
end foreach

}

void selectionTraceCheck(V)
{

foreach sti in sufficientTokens of V
v=sti->relation;
v.checked=true;
v.decisionType=true;
switch v.vpType

case BooleanType:
selectionTraceCheck(v);
break;

default: //in case variant
v.vp.cardinality.upper--;
selectionTraceCheck(v);

end  switch
end  foreach

}

void deletionTraceCheck(V)
{

foreach nti in necessaryToken of V
v=nti->relation;
v.checked=true;
v.decisionType=false;
deletionTraceCheck(v);

end foreach
}

(그림 14) 가변성 의존 계 추  알고리즘

(그림 15) Free Parking System의 출차를 한 BPFM

는 제거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에 의존 계를 맺고 있는 

다른 도메인 액티비티의 선택 는 제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각 의존 계 유형별 결정에 따른 가지치기 과정을 

<표 3>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는 가변성 의존 계 분석모델을 기반으로 가변

 결정시 미리 선택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가변 들을 추

하기 한 알고리즘이다. 

여기서 selectionTraceCheck(v)는 가변 을 가진 액티비

티를 ‘선택’결정한 경우 충분조건 의존 계를 추 하여 계

를 가진 모든 가변 을 ‘선택’결정한다. deletionTraceCheck(v)

는 필요조건 의존 계를 추 하여 계를 가진 모든 가변

을 ‘제거’결정한다. 

4. 사례연구  평가

4.1 사례연구

(그림 15)는 Free Parking System의 출차 로세스를 모

델링하고 있는 BPFM이다. (그림 16)은 이로부터 추출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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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횟수 결정지

Case 1

결정1✔ vp1 가변치 v1선택결정 (v2, v3 제거) -필요조건 의존 계추 : vp2의 v2 자동제거, vp3의 v2자동제거, vp5 자동제거

결정2 vp2 X -v2 제거로 인해 자동 v1선택

결정3✔ vp3
가변치 v1선택

-충분조건 의존 계추 : v1선택되면 vp4 자동선택, v3선택되면 vp5 자동선택
가변치 v3 선택

결정4 vp4 X

결정5 vp5 X

총 2번 결정

Case 2

결정1✔ vp1 가변치 v1, v2, v3 선택결정 추  없음

결정2✔ vp2 가변치 v1, v2 선택결정 추  없음

결정3✔ vp3

가변치 v1선택

-충분조건 의존 계추 : v1, v3 선택되면 vp4 자동선택, v3 선택되면 vp5 자

동선택
가변치 v2선택

가변치 v3 선택

결정4 vp4 X

결정5 vp5 X

총 3번 결정

v1

v2

v1

v2

vp1      
3

1

vp2      
2

1

vp4

v1

v2

vp5      

vp3      
3

1

v3
v3

(그림 16) 사례연구(그림 15)에 한 가변성 의존 계 

              분석모델

변성 의존 계 분석모델이다. vp1, vp2, vp3은 selection 

decision 가변 이고, vp4, vp5는 Boolean decision 가변 이

다. vp2 주차요  계산방식에서 자동주차요 계산 방식이 

결정되기 해서는 vp1에서 RFID 태그 인증 는 카메라에 

의한 인증이 선택되어야 한다. 이것은 필요조건 의존 계에 

해당된다. 한 vp3 주차요 납부 , 후불납부 방식이 결정

되기 해서는 vp1의 RFID태그 인증이 먼  결정되어야 한

다. 이것 한 필요조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주차요  후불

납부 방식은 청구서 발행 활동을 수행토록 해야 하기 때문

에 vp5로 충분조건 의존 계를 설정해야 한다. 

이알고리즘을 통한 가변성 결정 횟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6)에서 vp1의 v2가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 v2

에 필요조건 의존 계 되어 있는 vp3의 v2가 자동 제거되

고, vp3의 v2에 충분조건 의존 계 되어 있는 vp5가 제거된

다. 한 vp1의 v3도 같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 vp2의 v2

가 필요조건으로 의존하고 있는 모든 계가 없어지기 때문

에 제거된다. 이런 경우 vp2에서의 결정도 더 이상 필요 없

게 된다. vp3에서의 결정은vp4와 vp5의 선택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vp3 이후의 결정은 더 이상 일어나

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체 5번의 결정에서 2번의 결정으

로 일 수 있다. 한 vp1의 RFID 가변치 액티비티(v2)가 

선택되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vp3의 v3이 결정이 되

고 vp5가 선택되는 기능의 불일치도 막을 수 있다.

4.2 평가

본논문에서 제시한 가변성 의존 계 분석 기법을 평가하

기 하여 본 논문의 근법을2장 기반연구에서 기술하 던 

련연구 [17]의 Orthogonal Variability Model (OVM), [18]

의 COVAMOF Variability View (CVV), Jan Bosch의 가변

성 의존 계를 형식화 한 연구[21]와 feature 기반 의존 계 

분석 연구[22]와 비교한다. 비교할 항목은 가변성 의존 계

가 향을 미치는 기본모델, 의존 계 설정을 통한 기능 일

치성 고려 여부, 가변 에 바인딩 될 가변치 수 고려 여부, 

그리고 제시하는 의존 계의 유형, 가변성 결정 메커니즘의 

유무, 가변성 결정횟수 감소 여부이다. 

<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OVM 연구에서는 가변

성 모델을 특정 하나의 기본모델과 연결 짓지 않고 있다. 

이는 하나의 가변성 모델이 여러 기본모델에 공통 으로 

용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각 기본모델의 모델요소들의 

특징을 반 한 가변성을 모델링하기는 어렵다는 단 이 있

다. 모든 련연구에서 의존 계 설정 시, 기능일치성을 고

려하고 있었으며, 의존 계 유형을 제시하 다. 그러나 CVV 

연구에서는 단지 의존상 계(dependency interaction)로만 

가변성 간의 계를 나타내었다. 련연구들에서는 이 게 

의존 계를 설정하기 한 기법에만 을 두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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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M [17]
Product family 

artifacts
O O

-Requires

-Excludes
X -

CVV [18] Architecture O O -Dependency interaction X -

Bosch 연구[21] - O X
-Include

-Exclude
X -

Feature기반 

의존성분석[22]
Component model O X

-Usage

-Modification 
X -

본 논문 근법 BPFM O O
-Sufficient

-Necessary 
O 감소 

<표 4> 본 연구 근법과 련연구의 비교

가변성 의존 계 설정을 통한 가변성 결정 메커니즘에 해

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가변성 의존 계 추 이 

어려웠고, 한 가변성 의존 계 설정으로 인한 가변성 결

정횟수가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없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OA 애 리 이션 개발에 맞게 비즈니스 

로세스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증진시키기 해 

선행 연구된 비즈니스 로세스 패 리 모델을 기반으로 가

변성 사이의 의존 계를 분석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 다. 

먼  BPFM에 포함된 각 가변성 결정유형에 따라 표  방

법을 제시하고 이를 독립된 의존 계 분석모델을 한 구성

요소로 추출해 내었다. 추출된 가변성 정보는 충분조건 의

존 계와 필요조건 의존 계를 분석하여 의존 계 분석모델

로 나타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변성 결정이 향을 미치

는 범 의 가변성들을 추 할 수 있는 결정 계 추  알고

리즘을 제공하 다. 본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의존성 결정회

수를 일 수 있었고 잘못된 가변성 결정으로 인한 BPM의 

기능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음을 보 다.

재 이클립스 (eclipse) 러그인인 GMF (Graphical 

Modeling Framework) [19]를 통해 개발된 BPFM 도구에 

가변성 의존 계 구성요소들을 자동 추출해 내고, 가변성 

의존 계 정보를 표 할 수 있도록 도구를 확장 개발 이

다 [20]. 이 도구는 결정-가지치기- 응(Decision-Pruning- 

Adaptation: DePA) 과정을 끊어짐 없이 지원해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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