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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 워크플로우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멀티테넌

시를 지원하는 SaaS 어플리케이션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작업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SaaS 플랫폼에 워크플로우 기능을 추가하여 자동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

능을 제안하였다. SaaS 플랫폼에 워크플로우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역할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

리, 프로세스 인스턴스관리, ACL 관리 등을 하였다. 또한 테넌트 관리자가 개발된 SaaS 어플리케이

션을 자사에 특화된 형태로 커스터마이징하기 위해 워크플로우의 재설정 기능을 제공하였다.  

 

1. 서론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어플리케이션 SW 배포 
모델로서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에게 온라인 서비스 
형태로 SW 를 제공한다. SaaS 서비스는 전통적인 SW 
비즈니스 모델 방식과는 다르게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SW 공급과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이 모
두 웹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관련 SW 나 HW 구매 비
용, 운용비,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이 기존 대비 획기적
으로 절약된다[1].  

SaaS 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하여 다양
한 고객(또는 테넌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멀티테넌시 기능을 제공한다[6]. 개발된 어플
리케이션의 코드 수정 또는 코드 수정에 따른 재컴파
일이나 재수정없이 실시간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수정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고객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을 
어플리케이션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최
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1].  
워크플로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지원

하기 위해 SaaS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사용된다. 특
히 멀티테넌시를 지원하는 Saa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하기 위해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워크플로우와는 다른 
기능들이 제공되어 야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Saa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중인 SaaS 플랫폼 플랫
폼에서 어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워크플로우 적용 방안에 대해 기술한
다.  

본 논문의 구성은 2 장에서는 SaaS 어플리케이션과 
워크플로우의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3 장에서는 연구
원에서 개발중인 SaaS 플랫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다. 4 장에서는 SaaS 플랫폼에 워크플로우 기능을 추
가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고, 5 장에서는 워크플로우 
적용방안, 6장 결론을 기술한다. 

 
2. SaaS어플리케이션과 워크플로우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워크플로우 기반과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기반으로 나뉜다[2]. 워크플로우 기반은 업
무수행 중심으로 시스템 내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흐
름 및 통제가 주 목적이고, EAI 기반은 업무수행과 관
계되는 타 관련 시스템들간의 연동 및 통제에 중점을 
둔다. 최근에는 대기업, 은행, 증권회사 등 대형 시스
템의 구축이 주를 이루면서 이들의 구분 자체가 무의
미 해지고 서로의 장점들을 상호보완하고 있다.  
멀티테넌시를 지원하는 SaaS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테넌트별 고유의 비즈니스 프로
세스 처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가 정의해 놓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테넌트 관리자
는 어플리케이션을 커스터마이징 할 때 자사의 업무 
특성에 맞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서로 다른 워크플로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SaaSpiaTM 플랫폼 

SaaSpiaTM 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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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플랫폼으로 범용적인 SaaS 플랫폼 아키텍처를 통
해 SaaS 기술 성숙도 레벨 3 수준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동일한 SW 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면서도 테넌트 별
로 접근 독립성과 설정환경을 지원하여 자사만의 SW
처럼 사용하게 하는 멀티테넌시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다[1]. 

SaaSpiaTM은 그림 1 과 같이 설정환경, 실행엔진, 메
타데이터관리자로 구성된다. SW 개발자는 설정환경의 
통합도구를 통해 Saa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통합도구를 통해 만들어진 SaaS 어플리케이션은 테

넌트 관리자가 자사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정하기 
위하여 설정도구를 통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할 수 
있다.  
설정환경의 통합/설정 도구를 통해 생성된 SW 의 
설정 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스키마, 워크플로우(또
는 비즈니스로직))는 메타데이터로 변환되고 메타데이
터관리자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메타데이
터관리자는 테넌트별 메타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 데
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의 독립성을 지원
하고 데이터 스키마 확장 기능을 지원한다.  
테넌트 사용자 즉, 테넌트 관리자로부터 설정된 어
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받을 경우, 실행엔진은 해당 테넌트의 메타데이터를 
검색하여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를 생성한 후 
테넌트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사용자

 

(그림 1)SaaSpiaTM 개념적 구조도 

 
4. SaaSpiaTM 플랫폼에서 워크플로우 설정 기능  

워크플로우는 일련의 액티비티의 연결이며, 각 액
티비티는 이를 수행할 참여자, 액티비티가 실행할 행
위(프로그램 로직 실행, 어플리케이션 호출, 웹 서비
스 실행, 시스템 서비스 연동 등) 등으로 정의된다. 
워크플로우는 구성된 액티비티를 실행할 여러 참여자
들이 순차적인 작업을 처리하거나 참여자가 지정되지 
않은 일회적인 조건 검증 등과 같이 트리거를 처리하
는 프로시저 등이 될 수 있다. 

SaaSpiaTM 에서 워크플로우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림 2 와 같이 메뉴들이 추가 될 수 있다. 이 기능들
에 대한 특성은 아래에 기술한다.  

 

권한 관리

워크플로우 관리

페이지 관리

역할 관리

프로세스 관리

폼 디자이너

인스턴스 관리

워크플로우
지원 메뉴

  

(그림 2) 통합/설정도구에 워크플로우 기능 추가를 위
한 메뉴들 

 역할관리 
통합도구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프로세스에 사용될 

역할(CEO, CFO, 감사실 등)을 설정한다. 어플리케이션 
ID, 역할이름, 역할에 대한 설명 정보 등이 속성으로 
정의된다. 설정도구에서는 통합도구를 통해 작성된 
역할과 테넌트 조직내 실제 사용자들을 매핑하게 된
다. 필요하면 테넌트 조직에 맞게 역할의 수정/추가/
삭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된 역할들은 워크플로
우의 프로세스를 정의할 때 액티비티의 참여자로 매
핑된다. 

 
역할 관리

어플리케이션코드 역할코드 부서코드 사용자 설명

어플리케이션 이름
페이지 이름

페이지 이름

…

데이터 관리

권한 관리

워크플로우 관리

스키마 관리

코드 관리

스크립트 관리

페이지 관리

역할 관리

프로세스 관리

…

폼 디자이너

도메인 관리

개발 관리
…

 

(그림 3) 설정도구에서 역할관리 

 워크플로우: 프로세스 관리 
SW 개발자는 통합도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이 사

용가능한 프로세스를 정의한다. 프로세스 정의는 그
림 4 의 오른쪽 박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플로우차트 
형태로 프로세스 흐름, 액티비티 정보, 역할 및 필요
한 변수, 버전 정보 등을 정의할 수 있다. 
그림 4와 같이 통합/설정 도구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는 프로세스 
디자이너를 통해서 작성 및 수정할 수 있다. 통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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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프로세스 정의를 작성/수정하고, 설정도구를 통해 특
정 테넌트에 맞게 정의된 프로세스들을 수정 또는 삭
제가 가능하다. 프로세스 디자이너를 통해 정의된 워
크플로우들은 여러 버전들로 저장할 수 있는 버전 컨
트롤을 지원한다. 

 

어플리케이션 이름
페이지 이름

페이지 이름

…

데이터 관리

권한 관리

워크플로우 관리

스키마 관리

코드 관리

스크립트 관리

페이지 관리

역할 관리

프로세스 관리

…

도메인 관리

폼 디자이너

인스턴스 관리

프로세스 모니터

프로세스 관리

 

(그림 4) 프로세스 디자이너 

그림 5 와 같이 프로세스 디자이너를 통해 정의된 
프로세스의 액티비티와 실제 시스템의 업무를 매핑할 
수 있다. SaaS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통합도구의 UI 
configurator 로 작성한 UI(User Interface) Meta1와 프로
세스 액티비티를 연결한다. 즉 프로세스 액티비티가 
실행될 때 사용되는 UI는 UI Meta가 된다. UI Meta내
부에서 실행될 비즈니스 로직을 정의 및 설정은 Java
나 Java Script 등의 코드를 작성하거나, 미리 정의된 
코드를 통하여 DB와의 연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이름
페이지 이름

페이지 이름

…

데이터 관리

권한 관리

워크플로우 관리

스키마 관리

코드 관리

스크립트 관리

페이지 관리

역할 관리

프로세스 관리

…

도메인 관리

폼 디자이너

인스턴스 관리

프로세스 모니터

프로세스 관리

String protocol = sender.getProtocol();
String type = "text/html;charset=";
//String encoding = 
sender.getDefaultEncoding();
String host = sender.getHost();
String userName = 
sender.getUsername();
String password = 
sender.getPassword();
int port = sender.getPort();

UI Meta

Business
Logic

 

(그림 5) 프로세스 디자이너에서 UI와 비즈니스 로직 
매핑 

 워크플로우: 폼디자이너 
SaaS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UI Meta 를 사용

하지만, 워크플로우 설정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시 필요한 UI 를 간단히 생성 및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제공을 통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유연성을 

                                                           
1 SaaSpiaTM을 기반으로 통합도구를 통해 개발된 
SaaS 어플리케이션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테넌트 개
발자는 설정도구를 통해 UI Meta정보를 자사의 특성
에 맞게 수정/삭제 등이 가능하다[1]. 

제공한다. 간단한 UI 는 그림 6 과 같이 통합/설정 도
구에서 폼 디자이너를 통해 생성/수정 가능하며 작성
된 폼은 액티비티와 매핑되어 프로세스 실행 시 UI
로 사용된다. 

 
어플리케이션 이름

페이지 이름

페이지 이름

…

데이터 관리

권한 관리

워크플로우 관리

스키마 관리

코드 관리

스크립트 관리

페이지 관리

역할 관리

프로세스 관리

…

도메인 관리

개발 관리
…

폼 디자이너

실행 될 Version을 선택 가능

 

(그림 6) 폼디자이너를 통한 UI 정의 

 워크플로우: 인스턴스 관리 
프로세스 디자이너를 통해 정의된 워크플로우 리스
트들은 설정도구에서 테넌트 관리자에 의해서 혹은 
이벤트 트리거에 의해 프로세스가 시작하게 된다. 이
때 프로세스 인스턴스가 발행된다. 설정도구에서 인
스턴스 관리는 테넌트와 관련한 프로세스 인스턴스 
리스트를 보여주고, 테넌트 관리자는 해당 인스턴스
를 중지/재시작/삭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테넌
트 사용자가 참여하고 있는 화면에서 자신이 참여하
고 있는 업무 리스트를 출력하여 보여준다. 

 

인스턴
스명

프로세스
명

현담당자
관련 어플리케

이션
시작일 완료 목표일 종료일 비고

원자재
매입 프
로세스

원자재 매
입하는 순

서
…

원산지 관리 시
스템

2011-08-17 
16:58

2011-08-17 
16:58

재료비
집행 프
로세스

재료비 집
행 절차 …

회계마스터, 
CRM

국내외
출장 프
로세스

출장 기안
결재 처리 … 스케쥴러, ERP

어플리케이션 이름
페이지 이름

페이지 이름

…

데이터 관리

권한 관리

워크플로우 관리

스키마 관리

코드 관리

스크립트 관리

페이지 관리

역할 관리

프로세스 관리

…

도메인 관리

폼 디자이너

인스턴스 관리

프로세스 선택해서
Flowchart를 보여줌

인스턴스 관리

 

(그림 7) 설정도구에서 인스턴스 리스트 

위의 기능 이외에도 Saa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에서 
워크플로우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정의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스트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기능, 
즉 ACL(Access Control List)를 지원하여야 한다. 통합
도구에서 SW 개발자는 사용자/부서/역할 등의 레벨에 
따라 프로세스 정의 리스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
할 수 있다. 설정환경에서는 테넌트 사용자가 프로세
스 정의 리스트의 인스턴스 발행을 요청할 시 접근권
한을 조사한 후 권한이 있다면 인스턴스를 발행하도
록 허락한다. 
테넌트 사용자는 자신이 수행할 업무(WIH,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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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Handler)를 처리화면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WIH 에는 해당 프로세스 액티비티에 매핑된 UI meta, 
폼, URL 등을 정보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업무를 
‘승인(confirm), 저장(save), 완료(complete)’ 할 수 있다.  

 
5. 워크플로우 설정 시나리오 

SaaSpiaTM 플랫폼에서 SaaS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워크플로우 기능 추가를 위해 설정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한다. 
통합도구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UI 및 프로

세스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의한다.  
 권한관리의 역할관리에서 워크플로우 정의시 사용
될 역할들을 추가한다. 
 업무 UI(UI meta)를 정의하고 필요에 따라 워크플
로우 관리의 폼디자이너를 통해 생성한다. 
 생성된 업무 UI 를 프로세스 디자이너를 통해 워
크플로우의 해당 액티비티에 매핑하게 되는데 이
때 역할관리에서 정의된 역할들을 함께 매핑하게 
된다. 
 UI 매핑 후 각 액티비티가 수행할 비즈니스 로직
을 프로세스 디자이너를 통해 추가 또는 정의한다. 

 
설정도구에서는 테넌트 관리자가 통합도구를 통해 

만들어진 UI 및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재설
정한다. 
 미리 정의된 권한관리 내 역할들을 각각 테넌트에 
특화된 역할 및 조직들로 재 설정한다. 
 미리 정의된 UI 를 테넌트에 특화된 UI 로 재설정
한다. 
 미리 정의된 워크플로우를 테넌트에 특화된 워크
플로우로 재구성한다. 
 재구성된 워크플로우의 액티비티의 속성을 테넌트
의 특성에 맞게 변경한다. 

 
6. 결론 

자동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 
워크플로우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SaaS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작업 중 하나이다.  
기존 기업용 SW 개발에도 이를 위해 여러 워크플

로우 기능들이 제공되었으나, SaaS 어플리케이션에 적
용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어플리케이션 개발과정인 
통합도구에서 프로세스 정의 및 역할관리, ACL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테넌트 관리자는 설정도구를 
통해 개발된 SaaS 어플리케이션을 자사에 특화된 형
태로 사용하기 위해 워크플로우의 재설정 기능을 제
공하였다. 프로세스 정의를 재설정하고, ACL 에 따라 
프로세스 정의 인스턴스 권한을 달리 하였다.  
또한 워크플로우 기능의 용이한 개발을 위해 플랫
폼 내에 프로세스 디자이너 기능을 추가하므로써 개
발의 편리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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