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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은 구조적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등 기존 프로그래밍 방법론에서 모

듈화하지 못한 여러 요구사항에 걸쳐 있는 부가적인 요구사항을 모듈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모

듈화 하기 어려운 요구 사항을 횡단 관심으로 분류하고, 이를 애스펙트 단위로 모듈화하여 재사용성을 

극대화시키는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은 새로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비즈니스 및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많이 이용되는 워크플로우 표준 언어인 BPEL

에 워크플로우 서비스의 전이조건의 재사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기술을 적용한 

워크플로우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워크플로우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웹 서비스들이 실

행조건으로 요구하는 동일한 정보에 대한 재사용성의 극대화 방법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다. 

  

1. 서  론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Aspect-Oriented Programming, 

AOP)[1] 기법은 1997년 Gregor Kiczales 등이 참여하

여 제안한 프로그래밍 개발 방법론이다. 어떠한 시스템

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메인들은 주요 핵심 관심(core 

concern)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러한 핵심 관심을 

다루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이 객체 지향 프로

그래밍 방법론(OOP)이었다. 그러나 AOP에서는 구조적 

프로그래밍, OOP와 같은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법론으로 

모듈화하기 어려운 요구 사항을 횡단 관심(cross-

cutting concern)으로 분류하고 이를 애스펙트(aspect) 

단위로 모듈화하여 모듈의 변경이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2], 현재 AOP 방법론은 유럽 등지에서 새

로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이다 [3, 4, 5]. 

본 논문에서는 현재 비즈니스 및 분산 컴퓨팅 환경에

서 많이 이용되는 워크플로우 표준 언어인 BPEL[6]에 

워크플로우 서비스의 전이조건의 재사용성을 극대화하

기 위한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기술을 적용한 워크플로

우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워크플로우

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웹 서비스들이 실행 조건으로 요

구하는 동일한 정보에 대한 재사용성의 극대화 방법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다. 

BPEL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엔진 중에서 BPEL을 

자바 코드로 변환하여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B2J(BPEL 

to Java)[7] 엔진과 객체 지향 언어인 자바(Java)에 

AOP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AOP 적용 언어인 

AspectJ[8]를 이용해 제안한 시스템을 구현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워크플로우 

서비스 시스템에 적용한 AOP 방법론과 AspectJ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BPEL의 

실행을 위한 B2J 엔진, 시나리오 기반의 워크플로우 

서비스 및 AOP를 이용한 워크플로우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연구와 비교 설명하고, 

결론으로 본 논문을 끝맺음 한다. 

 

2.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과 적용 언어 

 

AOP 기법은 OOP 방법론으로 모듈화하지 못하는 부

분을 횡단 관심사라는 새로운 모듈로 구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되었다. <그림 1>은 은행 

시스템을 예로 관심사의 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그림 1>과 같이 은행 시스템은 입금과, 출금, 계좌

이체와 같은 핵심 관심사가 존재한다. 각 핵심 관심사

는 객체(Object)의 메소드로 모듈화한다. 각 모듈은 로

깅과 인증, 트랜잭션 등의 공통적인 처리 사항을 가지

는데, 이를 횡단 관심사로 따로 분류하여 처리하면, 모

듈을 변경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모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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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재사용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점이 생긴다. 

 

<그림 1> 은행 시스템의 AOP 적용 예 

 

2.1.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의 장점 

 

AOP은 각 관심사가 독립적으로 구현되며 다른 관심

사와는 최대한 느슨하게 결합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다 [9]. 따라서 각 모듈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 시스

템 개선의 용이, 코드 재사용의 확대 등의 장점을 갖는

다. 또한 AOP는 미래 요구사항을 향후 독립적인 애스

펙트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자는 미래 

요구사항에 대한 설계 결정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러

한 특성은 시스템의 신속한 설계를 가능하게 만든다. 

 

2.2. AspectJ 

 

본 논문에서는 AOP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도구로

써 AspectJ 언어를 선택했다. AspectJ는 객체 지향 언

어인 자바에 AOP 개념을 추가하여 재사용성을 극대화 

시켜 확장한 범용의 언어이다. 현재 이클립스의 서브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으며, Spring 프레임워크[10]에

서도 AOP 적용을 위한 도구로써 AspectJ 언어가 대두

되고 있다. AspectJ는 자바의 확장이므로 모든 유효한 

자바 프로그램은 유효한 AspectJ 프로그램이 된다. 

AspectJ 컴파일러는 자바 바이트 코드 명세 규격을 따

르기 때문에 자바 가상 머신(Java Virtual Machine)은 

AspectJ가 생성하는 클래스 파일을 실행한다. 자바를 

기본 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AspectJ는 자바의 모든 

기능 및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바 프로그래머가 

AspectJ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AspectJ는 언어 명세와 언어 구현의 두 부분으로 구

성된다 [11]. 언어 명세 부분은 코드를 작성하는 언어

를 정의한다. 핵심 관심사는 자바 언어로 작성되고 횡

단 관심사의 직조에 AspectJ가 사용된다. 언어 구현 부

분은 컴파일과 디버깅을 위한 도구 및 인기있는 통합 

개발 환경(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DE)과 

통합을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 

앞으로 설명할 시스템에는 AOP, 즉 AspectJ에서 사

용되는 새로운 용어가 나타나므로 간략하게 설명한다. 

 

2.2.1. 결합점(Join point)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구별 가능한 프로그램의 지

점이다. 메서드 호출이나 객체의 멤버에 값 할당 등이 

결합점이 될 수 있다. 결합점이 바로 횡단 관심사 코드

가 직조(Weaving)되어 들어오는 지점이다. 

 

2.2.2. 교차점(pointcut) 

결합점들을 선택하고 결합점의 환경 정보(context)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구조물이다.  

 

2.2.3. 충고(Advice) 

교차점에서 지정한 결합점에서 실행되어야 할 코드이

다. 결합점의 이전(before)에, 결합점의 이후(after)에 또

는 결합점을 대체하여(around) 실행될 수 있다. 대체 충

고(around advice)는 결합점에 원래 있던 기존 코드의 

실행을 변경할 수 있는데, 기존 코드를 다른 코드로 대

체하거나, 또는 아예 기존 코드가 실행되지 않게 할 수

도 있다. 

 

2.2.4. 애스펙트(Aspect) 

클래스가 자바의 중심 단위인 것처럼 애스펙트는 

AspectJ의 중심 단위이다. 애스펙트는 직조 규칙을 표

현하는 코드를 포함한다. 앞에서 설명한 교차점, 충고 

등이 애스펙트에 들어가게 된다.  

 

3. AOP를 적용한 워크플로우 서비스 시스템 

 

현재 비즈니스 및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많이 이용되

는 워크플로우 표준 언어인 BPEL에 워크플로우 서비스 

전이조건의 재사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점 지향 프

로그래밍 기법을 적용한 워크플로우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워크플로우에 존재하는 독립적

인 웹 서비스들이 실행 조건으로 요구하는 동일한 정보

에 대한 재사용성의 극대화 방법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

진다. 

본 시스템을 설명하기에 앞서 BPEL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엔진 중에서 BPEL을 자바 코드로 변환하여 컴

파일하고 실행하는 B2J(BPEL to Java) 엔진에 대해 설

명한다. 

 

3.1. B2J(BPEL to Java) 엔진 

 

B2J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첫번째 부

분은 BPEL 문서를 입력받아 B2J 엔진 API(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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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들을 이용하여 자바 소스 파일을 생성한다. 이 파일들

은 자바 컴파일러에 의해 자바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된

다. 

두번째 부분은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는 B2J 

엔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B2J 엔진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림 2>에 1번은 BPEL 문서를 입력하는 B2J 실행 

환경이다. 2번은 B2J 엔진이다. B2J 엔진은 BPEL 문서

를 자바 소스 파일로 변환하고, BPEL 프로그래밍 구조

를 구현하기 위한 API들을 이용하여 변환된 자바 소스 

파일들을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3번은 대신할 수 있는 

B2J 엔진 도구이다. 이는 로컬 엔진과 분산 엔진으로 

나뉘는데, 모든 작업은 B2J 엔진 도구에서 실행된다. 

본 논문에서는 로컬 엔진 부분을 응용했다.  

 

<그림 2> B2J 엔진 시스템 

 

3.2. 시나리오 기반 워크플로우 

 

본 시스템은 입력으로 BPEL 문서를 받는다. 그래서 

시나리오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BPEL 문서로 작성하였

다. <그림 3>은 회의 준비 시나리오를 작성한 BPEL 문

서의 예이다.  

<그림 3>은 John의 일정을 나타낸다. John이 자신의 

사무일정을 PDA에 기록하여 저장한 후, 오전 9시 이전

에 출근하여 책상 앞에 앉으면 워크플로우 서비스가 활

성화된다. Display Schedule에서는 John이 오전 9시 이

전에 출근하여 책상 앞에 앉으면, 일정을 확인할 수 있

도록 일정정보를 보여준다. 

Meeting Preparation1에서는 오전 10시 313호 회의실

에서 발표자료를 John의 컴퓨터로부터 313호에 있는 

컴퓨터로 다운로드한다. Meeting Preparation2에서는 

313호의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 경우, 310호 회의실에서 

10분 후에 미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발표자료를 John

의 컴퓨터로부터 310호에 있는 컴퓨터로 다운로드 한다. 

마지막으로 Consulting에서는 오후 1시에 고객 상담

을 위해 예약된 311호 상담실로 작업환경을 John의 컴

퓨터로부터 311호에 있는 컴퓨터로 마이그레이션 해준

다. 

            
<그림 3> 회의 준비 시나리오 

 

3.3. AOP를 적용한 워크플로우 서비스 시스템 

 

이 절에서는 3.1에서 설명한 B2J 엔진을 기반으로 관

점 지향 프로그래밍을 적용한 워크플로우 서비스 시스

템을 설명하고, 본 시스템에 3.2에서 설명한 회의 준비 

시나리오를 입력하여 동작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B2J 엔진은 BPEL 문서를 입력받아 자바 소스 파일로 

변환한다. 그리고 변환된 자바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여 

실행하는데, 횡단 관심사 모델링을 위한 모듈화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자바 컴파일러를 AspectJ 컴파일러로 변

경하였다. 또, 실행 중 워크플로우 서비스 전이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B2J 엔진을 상당 부분 수정하여 본 시스

템에 적용하였다. 

AOP를 적용한 워크플로우 서비스 시스템의 구조는 <

그림 4>와 같다. 본 시스템은 크게 웹 서비스(BPEL, 

WSDL)가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를 형성하고, AOP를 이

용하여 애스펙트를 실행 중에 직조한다. 먼저, WSDL 

문서를 내포하고 있는 BPEL 문서를 입력으로 받는다. 

각각의 파서에서 두 문서를 파싱하고, 각각의 번역기에

서 자바 소스 파일로 변환한다. 변환된 자바 소스 파일

은 자바 컴파일러를 포함하는 AspectJ 컴파일러를 통해 

컴파일되고 실행된다. 이는 AOP를 이용하여 애스펙트

를 직조하기 위함으로 애스펙트에는 교차점, 충고 등이 

작성된 AspectJ 코드가 있다. 워크플로우가 시스템에서 

실행 중에 교차점을 만나면 애스펙트가 직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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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OP를 적용한 워크플로우 서비스 시스템 

 

이제 회의 준비 시나리오 기반으로 작성된 BPEL 문

서가 AOP를 적용한 워크플로우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림 5는 실행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5>의 1번은 시스템에서 BPEL 문서를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이다. 3.2에서 설명한 회의 준비 시나리오  

를 기반으로 한 BPEL 문서를 입력하였다. 2번은 회의 

준비 시나리오의 실행 흐름이다. 시스템이 실행되면 워

크플로우가 처리되는데, 실행 중에 교차점을 만나면 3

번의 AspectJ 코드가 직조된다. 회의 준비 시나리오 기

반의 워크플로우는 먼저 일정 정보를 보여준다. 그리고 

미팅 준비를 위해 발표 자료를 John의 컴퓨터로부터 

313호 회의실에 있는 컴퓨터로 다운로드한다. 그러나 3

번의 ApsectJ 코드가 미팅 준비전에 직조되면서 

pcState를 초기 상태인 “normal”에서 “abnormal”로 변

경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310호 

회의실에서 10분 후에 미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발표 

자료를 John의 컴퓨터로부터 310호 회의실에 있는 컴

퓨터로 다운로드 한다. 마지막으로 고객 상담을 위해 

예약된 311호 상담실로 John의 작업환경을 자신의 컴

퓨터로부터 311호에 있는 컴퓨터로 마이그레이션 해준

다. 

<그림 5>의 4번은 위의 실행 과정을 엔진에서 출력

한 결과이다. 실행 중에 변경된 pcState의 값도 출력하

였다. 본 시스템은 지금까지 설명한바와 같이 워크플로

우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웹 서비스들이 실행 조건으로 

요구하는 동일한 정보에 대한 재사용성의 극대화 방법

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5> 시스템 실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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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연구 

 

BPEL에 AOP를 적용한 AO4BPEL[12 , 13]은 BPEL

에 있는 액티비티를 모두 수용하고, AOP 기법을 위한 

태그들을 BPEL에 추가하였다. BPEL 문서 내에 

AspectJ와 유사한 코드를 작성하는데, 애스펙트, 교차

점, 충고 등을 일컫는 태그들이 포함된다. 또한 이를 처

리하기 위해서 엔진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그러나 BPEL 문서가 아닌 AOP가 적용된 AO4BPEL 

문서를 입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워크플로우 표준 언

어 본래의 의미가 손실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AOP를 적용한 워크플로우 시스

템은 BPEL은 수정하지 않고 자바로 설계된 엔진에서 

AspectJ 코드가 처리될 수 있다. 이는 횡단 관심사 모

델링을 통해 직조된 BPEL 워크플로우는 기존의 워크플

로우와 완전히 호환되므로 어떤 BPEL 엔진에서도 처리

될 수 있다. 또한 횡단 관심사 모델링을 통해 재사용성

을 극대화하고 차후에 애스펙트로 컨텍스트 처리기를 

추가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발생하는 컨텍스

트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재 비즈니스 및 분산 컴퓨팅 환경에

서 많이 이용되는 워크플로우 표준 언어인 BPEL [6]에 

워크플로우 서비스의 전이조건의 재사용성을 극대화하

기 위한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기술을 적용한 워크플로

우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또한 워크플로우에 존

재하는 독립적인 웹 서비스들이 실행 조건으로 요구하

는 동일한 정보에 대한 재사용성의 극대화 방법을 제공

하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 본 시스템을 확장하여 애스펙트

로 컨텍스트 처리기를 추가하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

경처럼 컴퓨팅 환경뿐만 아니라 센서, 사용자 정보 및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이용하는 서

비스들이 실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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