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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적이고 분산된 환경인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워크플로우 디자인, 실행은 다양한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웹 서비스 워크플로우 설계는 시멘틱 기반으

로 동적으로 찾거나 호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워크플로우 디자인 언어인 BPEL4WS 에 시맨틱을 
포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1. 서론 

유비쿼터스 환경은 분산된 서비스를 찾고 초기화

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서비스

는 웹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수 있고, 이러한 웹 서

비스들은 워크플로우 기술을 사용하여 통합이 가능하

다.  동적 환경 또는 분산된 환경에서의 워크플로우 

디자인 및 실행은 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워크플

로우 설계 시 웹서비스를 갑자기 사용할 수 없고, 백

업 서비스를 찾을 수 없거나 몇몇 서비스 제공자를 

식별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워크플로우 시맨

틱 기반의 웹서비스를 동적을 찾거나 호출하는 것이 

제공되어야 한다. BPEL4WS 은 웹서비스의 워크플로

우 디자인 언어 중 가장 대중적이고 장래성 있는 언

어이지만, BPEL4WS 의 문제점 중 하나는 고정된 

WSDL 파일을 참조하는 것으로, 이는 동적 환경 및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융통성이 적은 워크플로우를 만

드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정된 단 하나에만 리

소스의 양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는 유비쿼터스 네

트워크에서 단순하거나 백업된 서비스를 찾기 위한 

시맨틱을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본 논문은 유

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동적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기 

위해 BPEL4WS 언어에 DAML-S 온톨로지의 시멘틱 

요소를 추가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BPEL4WS 엔진에서 온토폴로지를 사용함으로써 시맨

틱을 포함하는 BPEL4WS 를 확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기존 웹 서비스 및 워크플로우의 문제점 

BPEL4WS 는 웹 서비스 합성 언어이자, 높은 기능성

(fucntionality)를 지녀, 웹 서비스 프로세스 효율적으로 
합성하기 위한 언어이다. 그러나 자동화되고 지능적인 
시맨틱 웹 서비스의 합성을 위한 기술로는 많이 부족

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BPEL4WS 설계 도구에서 효
율적인 방법으로 시멘틱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림 1)
은 Microsoft Visio 를 사용하여 개발한 BPEL4WS 설계

를 보여준다.BPEL4WS 설계에 있어 필요한 파일은 여
러가지가 있지만, 이들 중 bpel 파일과 wsdl 파일이 가
장 중요하다. 
웹 서비스 조합(composition)은 비즈니스 흐름에 따

라 몇 개의 웹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다. BPEL4WS
는 워크플로우 개념을 사용하여 웹 서비스 들을 조합

한다. 그러나 BPEL4WS 는 웹 서비스의 기능(fuctional)
적인 면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웹 서비스의 개념적이

거나 의미론적인 측면을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다. 
BPEL4WS 는 비즈니스 흐름을 생성하기 위한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일 워크플로우를 디자

인 할 때 모든 가능한 흐름을 설계한다면 현 
BPEL4WS 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비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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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PEL4WS 설계 도구 

스환경은 워크플로우를 설계한 후 실행 시 웹 서비스

실행이 안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
라서 다른 웹 서비스를 찾아주거나 교체해 줄 기술이 
필요한데, 기존 BPEL4WS 은 시멘틱을 지원하지 않아 
이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BPEL4WS 에 
DAML-S 의 온톨로지 개념을 추가하여 각각의 파일을 
매핑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3. 동적 기반 워크플로우의 지원 

DAML-S 는 웹 서비스를 기술하기 위한 DAML-OIL 온톨

로지로, 웹 서비스들의 의미론적 정보를 제공해준다. 

DAML-S 는 서비스 프로파일, 서비스 모델, 그라운딩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프로파일은 

서비스 수용능력(capabilities)의 의미론적인 설명을 

담고 있으며, 서비스 모델은 어떻게 서비스들이 작용

하는지를 설명하고, 그라운딩은 서비스의 실체화(실

제 WSDL 과의 매핑)을 담당하며, Process Model 에

서 표현된 웹 서비스와 WSDL 로 표현된 웹 서비스간

의 관계를 기술한다 

A. 서비스 프로파일: 자동 검색에 필요한 서비스 속

성들(입력(input), 출력(output), 선조건

(precondition), 효과(effect):IOPE)을 기술한다. 입

력과 출력은 BPEL 프로세스에서 제공되지만 선조

건과 효과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

여 시멘틱 개념에 적용하고자 한다. 

B. 서비스 모델: 이 부분은 BPEL4WS 와 가장 유사

한 부분으로 bpel 파일 자체를 서비스 모델로 간주

하였다.  

C. 그라운딩: BPEL4WS 에서 사용하고 있는  WSDL 은 

입출력 인자의 데이터 타입만 기술하게 되어 있어, 

입출력에 대한 의미 정보를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기존의 WSDL 은 고정된 WSDL 파일을 참조하여, 그 흐

름을 정적으로만 구성할 수 밖에 없고, 제한된 자원

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 대체 

서비스를 찾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웹 서비스 흐름을 정의하는 BPEL4WS 가 사용

하는 WSDL 파일에 시맨틱 정보를 추가하여, 현 WSDL 

스키마를 유지하면서, DAML-S 의 기술 클래스인 

DAML-OIL 로 온톨로지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4.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워크플로우 시스템 구축 

의미 기반 BPEL4WS 시스템 구현은 다음 그림 8
과 같다. BPEL4WS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설계자는 사
용자가 UDDI 와 Ontology Server 를 검색하여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며, 또 이를 워크플로우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워크플로우 설계가 완료되면 
BPEL4WS Manager 는 설계한 워크플로우 파일을 받아 
BPEL4WS XML 파일을 생성한다. Generator 는 
BPEL4WS XML 파일을 생성하는 컴포넌트이며, 
Verifier 는 생성된 XML 파일을 받아 워크플로우 설계

에 오류가 있는 지 검사한다. Builder 는 BPEL4WS 엔
진에서 실행 시 필요한 추가적인 파일을 생성하며, 
Reporter 는 현 상태나, 오류 메시지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준다. BPEL4WS Manager 에서 생성된 결과는 
BPEL4WS 엔진에 deploy 한다. BPEL4WS 엔진은 
Coordinater, Invoker, Repository 로 구성되어 있다. 
Coordinater 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모든 워크플로

우의 흐름을 제어한다. 이는 조건을 검사하고 작업

(task)들의 동기화 작업을 수행한 후 Invoker 를 호출하

여 각 유비쿼터스 웹 서비스를 실행한다. Invoker 는 
유비쿼터스 웹 서비스를 실행할 뿐 아니라, 온톨로지 
서버와 UDDI 서버를 사용하여 동적인 워크플로우 작
업을 수행한다. 만일 해당 파트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온톨로지 서버와 UDDI 를 통해 사용 가능한 파
트너를 검색하여 찾아준다. 또한 디자인 단계에서 워
크플로우 스펙을 변경하지 않고도 런타임 시 관련된 
웹 서비스를 찾아 바로 적용할 수 있어 동적인 워크

플로우 설계가 가능하다. 이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알려지지 않은 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 시나리오일 경
우 동적으로 파트너를 추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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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BK 21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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