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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의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각 기업이 서로 상호작용을 빈번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서 정보시스템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는 것을 바탕으로 통합이 주요한 키워드로 등장하 

고 있다. 특히, e-비즈니스와 같이 여러 기업이 상호작용하는 경우 문서의 이력과 변경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워크플로우에 의해 자동화되어 실행되는 비즈니스 프로 

세스의 진행과정에서 XML 문서의 변경을 자동으로 찾아 기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새로운 방 

법론을 제시한다. 또한 본 논문은 이를 바탕으로 프로세스의 이상상황에서 문서를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 

는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유용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형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간단 

한 실험을 통하여 저장의 효율성을 보였다.

Abstract

Recent business environments require a company to communicate frequently with other companies. 
This makes it essential to use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documents for integration of 
information systems. Especially in e-Business environments, change management of documents is 
important to record and trace the history of the docum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ethod of 
storing a document by detecting changes automatically and reconstructing the document version when 
a user requests. In addition, based on the method, we also propose a model to recover a document into 
previous state even when system errors occur. A prototype system is implemented on top of a 
workflow system and an experiment is carried out to present efficiency of our method. Our approach 
provides efficiency of storage space and convenient management of documents.

키워드 : 워크플로우, XML, 비즈니스 프로세스 변경관리, 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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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최근의 기업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 

으며,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네트워크의 발달 

과 경쟁의 심화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기 업환경의 변화는 서로 다른 기업의 상호 

작용이 없이는 비즈니스 활동올 영위할 수 없 

도록 하여 e-비즈니스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 

임을 생산하고 SCM(Supply Chain 

Management),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정보시 

스템을 등장시켰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이 

러한 변화의 추세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기업의 생존이 정보시스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러 기업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프로세 

스상에서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 

나는 서로 다른 이기종 시스템간의 통합이다. 

이러한 이기종 시스템간의 통합 및 상호작용 

은 정보의 상호교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문서 형태를 띠는 정보교환이 상당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이 때, 문서의 완성과정은 프로 

세스의 진행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최 

근에는 XML 문서를 통한 인터넷 기반 정보 

시스템간의 정보교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프 

로세스의 진행과정에 따라 XML문서를 체계 

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 

에서 문서의 변경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효율 

적으로 저장하는 방법론을 제공한다. 또한 이 

를 바탕으로 이전 상태의 문서에 대한 재구성 

요구가 있는 경우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문서 

를 재구성하는 방법론을 제공한다. 이러한 문 

서의 재구성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문서의 

변경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메커니즘에 따른 

것이며, 프로세스의 진행과정상에서 그리고, 

프로세스가 종료된 이후의 관리상 필요에 의 

하여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 제공하는 변경의 

관리 방법은 프로세스의 이상상황에서 문서 

의 상태를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론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프로세스 

관리의 영역에서 예외상황의 핸들링과 관련 

된 내용은 프로세스의 자동적 수행과 함께 중 

요한 이슈로 간주되고 있으며 [6], 본 연구의 

방법론은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문서의 회복 

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문서 

를 관리하는 방법론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 

으로 문서의 저장과 재구성부분에 대하여 모 

델을 제시하고 프로토타입시스템을 구현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저장방법론의 우수성을 저 

장공간의 효율화 측면에서 기존 문서 변경 관 

리 방법론과 비교한다.

2. 연구의 배경

2.1 비즈니스 문서와 XML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많은 데이터와 정보 

가 문서의 형태로 처리가 되며, 이러한 문서 

는 정보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형화 

된 형태로 구성 된다. 이를 양식문서 (form 

document)라고 하며, 1980년대부터 이의 처 

리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匸⑶[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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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식문서의 완성과정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며, 프로 

세스의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을 거듭하게 된 

다. 따라서 , 문서 가 중심 이 된 프로세스에서는 

문서의 완성과정을 프로세스의 수행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양식 문서를 

구현한다. XML기술은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의 복잡성을 

극복하면서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문제점을 해결한 차세대 문서표 

준이다. XML을 이용하여 양식문서를 구성하 

는 것은 여러가지 장점을 제공한다. 먼저, 

XML은 플랫폼에 독립적 인 문서 표준으로 

이기종 시스템 사이에서 전달되어도 포맷의 

변환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다음。로 문서의 

내용과 표현을 분리함으로써, 양식문서로 사 

용하기에 적합하다. 즉, 비즈니스 문서의 내용 

부분의 변경에만 집중하고 표현 부분은 

XSL( extensible Styling Language) 과 같은 언 

어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또 

한 XML은 다양한 정보시스템 개발 환경을 

갖추고 있다. 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의 전용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으며, 

DOM (Document Object Model), SAX (Simple 

API for XML) 등의 개발 라이브러리를 제공 

한다. 마지막으로 XML은 구조적 문서를 지 

원함으로써 정형화된 비즈니스 문서 [3] 를 작 

성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XML을 이용하여 작성 한 비 

즈니스 양식 문서의 예 이다.

v?xml versio^l.O" encoding=PTFW"?> 
<?xml-stylcshcct hrcf^^ordcr.xsr typc="tcxt/xsF?> 
〈ORDER〉

<ORDERSPEC>
<PROCESSNAME>Order Proccss</PROCESSNAMI> 
<FORMCREATOR>W.C. HUR</FORMCREATOR> 
<CREATEDATE>2001-03-06</CREATEDATE>

</ORDERSPEC>

<PRODUCT STATE Wcnfa^^<<WS_PMl_01,*>

<ORDERQTY>34</ORDERQTY>
<PRODUCTIONQTY>724<ZPRODUCTIONQTY='
<INVENTORYQTY>135</INVENTORYQTY>

SRODUCTSEATEA 

<PRODUCTSTATE WoriBiiiit=«WS_POTl_02w>

<ORDERQTY기 3</ORDERQTY>
<PRODUCTIONQTY>465<ZPRODUCTIONQTY>
<INVENTORYQTY>113</INVENTORYQTY>

<PRODUCTSTATEW^taieS=«WS_M01_03M>

<ORDERQTY>45</ORDERQTY>
<PRODUCTIONQTY>204</PRODUCTIONQTY>
:<INVENTORYQTY>3 5(K/INVENTORYQTY>

WPRODUCTSTATEA

</ORDER>

〈그림 1> XML을 이용한 양식문서 구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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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의 문서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자동화해주는 소프 

트웨어가 필요하다.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 

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컴퓨터가 실행 가능 

한 형태로 정의하고 이의 제어와 관리를 도와 

주는 시스템으로[5] [7] [8], 최근 십여년동안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워크플로우 

시스템 이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데 

는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자원의 관리가 필 

수적으로 수반되며 가장 대표적 인 것이 문서 

이다. 워크플로우 시스템에서의 문서관리에 

대해서는 에서 정리된 바 있으며, 본 연 

구는 해당 논문의 틀 위에서 문서의 저장과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워크플로우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 2 
와 같은 접근법 이 필요하다.

먼저 프로세스 구조모델은 프로세스의 구 

조를 표현하는 모델로 하나의 프로세스를 단 

위 업무로 쪼개고 이들간의 상호 연결 관계를 

네트워크로 표현하여 프로세스의 수행 순서 

를 정의 한다. 그리고 문서 구조모델은 프로세 

스의 진행과 연계하여 문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의 구조를 정의한다. 다음으로 

구조 연결모델은 프로세스 구조모델과 문서 

구조모델의 결과로 만들어진 프로세스와 문 

서가 상호 연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실행 시에 

원하는 문서작업이 프로세스와 연계되어 이 

〈그림 2> 워크플로우에서의 양식문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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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분할된 각 문서의 영 

역을 프로세스의 단위업무에 적절히 할당한 

다. 변경 관리모델은 정의시에 주어진 프로세 

스 구조모델, 문서 구조모델, 그리고 구조 연 

결모델을 바탕으로 실행시에 프로세스의 구 

조 및 유형을 반영하여 문서의 버전이 자동으 

로 생성되도록 해준다. 마지막으로 변경 저장 

모델은 하나의 문서에 대하여 실제로 저장공 

간상에 저장공간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저 

장흐）는 모델 이다.

위의 세부 모델 중에서 본 논문은 프로세스 

상에서 문서의 변경을 저장하고 추출 재구성 

하는 것과 관련된 변경 저장 모델만을 다루며 

나머지 모델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⑴，[2], [3], [4]을 참고하기 바란다.

3. 문서 중심의 워크플로우 

프로세스

프로세스 기반으로 문서를 관리하기 위하 

여 프로세스와 문서를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며, 먼저 프로세스와 작업단위에 

대한 정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본 논문에 

서는 [4]에서 제시한 프로세스 구조모델을 사 

용한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3]과 [4] 
를 참고하기 바란다.

정의 1 （프로세스 구조）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유방향 비순환 그 

래프인 P = （A, L） 로 구성된다.

• S = 0,|i=l, ... 는 단위업무 집합 

이다.（0•는 卜번째 단위업무, N은 G에 

속한 단위업무의 전체 개수）

• L c {（ah aj） I ah aj e A and i J} 

는 링크의 집 합이다. （（a» %） 는 a,• 가 a} 
에 대하여 바로 선행하는 링크）

다음으로 문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정의 2 （문서구조）

문서 d 는 다음과 같은 작업단위 （Workunit） 
들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각 작업단위는 다음 

과 같은 데 이터 필드들로 구성된다.

• d= {wm I W = 1, M}, （Wm 은 번째

작업단위, M은 d 에 포함된 작업단위의 

개수）

• 比，产 {川 /=1, .."詩, （ 丿‘은 /-번째 필 

드 扇은 心에 포함된 필드의 수）

위의 정의에서 Wm c w„= 0 （m规） 이고 하 

나의 데이터필드 万는 이름, 값의 쌍인 （field 

name, value）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 문서나 프로세스에서 사용되 

는 객체는 흔히 사용되는 .을 이용하여 표현 

한다. 예를 들면 프로세스，의 丿 번째 단위 업 

무 巧는 P-aj 그리고 문서 d,•의 작업영역 吗 

의 필드 亦 는 와 같이 표기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문서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 

로세스를 다루며, 이러한 프로세스는 문서에 

대한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작업자가 문서작업을 편리하게 하 

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작업영역과 프로 

세스의 단위업무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 특정 단위업무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서의 

작업영역을 명시하고 실행시에 이를 할당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3]에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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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문서 연계모델을 사용하기로 한다. 

작업영역 如旳가，.钓에 할당되었을 때, 이를 

'di.wj-^p.aj' 과 같이 표현한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프로세스문서 

연계모델을 이용하여 문서작업 중심의 워크 

플로우 프로세스를 정의한 예가 다음 그림 3 
에 나타나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 

나의 문서가 프로세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문서의 적절한 작업단위가 프로세스를 구성 

하고 있는 단위 업무에 할당되었다. 예를 들면 

叫에서는 작업단위 功을 처리하도록 할당되 

었다(dt.wx-^p.ax).

스를 제공하고 저장공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4.1 변경의 기록과 저장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동안 사용자에 의하 

여 문서의 변경 이 발생하면 이를 기록하고 저 

장하여야 한다. 문서에 대한 수정은 앞서 구 

분한 문서의 단위 중에서 필드 단위로 저장할 

수 있으며, 하나의 필드에 행해지는 단위변경 

(厶)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네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발생한다.

4. 변경의 저장과 문서의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변경의 저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문서의 변경분을 쉽게 감지하여 

변경부분만 저장하고 후에 필요한 문서를 구 

성함으로써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 이 

•추가변경(4』庭(粉毎泣e))： 필드 万에 

va/“값을 채워졌음을 의미

• 삭제변경 ( Ml 斷 ) (value) ) ： 필드。의 

va血e값이 지워졌음을 의미

, 수정 변 경 ( 厶mod 伍) (yaluel) (yalue2)) : 

필드 方 의 값을 vaWel 에서 vahie2로 

변경

인터넷에서 
가입하기

〈그림 3> 보험 처리 예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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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변경 （4。（粉 ） : 아무런 변경도 일어나 

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단위변경

정의 3 （문서변경）

문서변경은 하나의 작업단위에 대한 변경 

의 기록으로 해당 작업단위를 구성하는 필드 

들의 변경으로 구성한 집합이다. *번째 작 

업단위에 대한 버전 변경 M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厶,卩=1,2.......L}

（乙은 변경의 대상이 되는 작업단위에 속한 

필드의 수）

문서의 변경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서를 체크인할 때 작업단위에 대하여 시스 

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되어 변경 파일에 저 

장된다. 예를 들면, 그림 에서 d.WLp.아h 이 

므로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如＞2의 각 필드의 

변경내용을 검색하게 된다. W2 의 첫번째 필 

드인 ORDQTY가 323에서 389로 변경되었으 

므로 ^mod 亦约. ORD QTY 323 389를 기록 

하게 되며, 나머지 필드들에 대해서도 변경을 

기록한다.

문서의 변경은 새로운 상태의 문서를 생성 

하게 되며, 문서 상태의 변경 이력을 체계적 

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각의 서로 다른 문서 상태를 문서버전이라고 

하며, 문서 변경의 과정을 다음과 같은 버전 

및 버전 그래프를 통하여 관리한다.

〈그림 4〉단위업무 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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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4 (문서 버전과 버전 그래프)

만일 0를 하나의 객체 라고 하면, *(<?)  는 객 

체。의번째 버전을 나타낸다. 하나의 객 

체에 대한 버전 그래프 (Version Graph, VG) 
는 비순환 유방향 그래프이며, 다음과 같이 

VG = ( V, E)로 정의된다.

• K= ( vp(o)|p= 1,2,

• E = { Wo), vg(o)) I vp(o) 6 V, v,(o) e V, 

P ¥ g, 그리고 %(o) = ^Vp(o))}

여기서 5는 변경 함수이고 碰) = 状商。)) 

는。의 中번째 버전은。의 P-번째 버전에 대 

한 수정으로 발생한 것임을 나타낸다.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동안, 문서는 프로세 

스 모델과 연계하여 버전을 생성하게 되며, 

버전이 생성되는 동안 문서의 변경 이 저장된 

다. 프로세스 진행에 따른 문서 버전의 생성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 를 참고하기 

바란다.

4.2 변경간의 연산

4.1 절에서 정의한 단위변경에 대하여 이들 

간의 연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역변경 : 변경 厶에 대한 역변경은 2顼로 표 

현하며 각 변경에 대한 역변경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추가변경의 역 변경 : 战

예: (4场 di，M"Yes”)-' =

(△del d\.yv\f\ "Yes")

•삭제변경의 역변경: ^DELl=^ADD

예: (DEL di.wji "Yes")，=

(ADD di.wtfi "Yes”)

•수정변경의 역변경: ^MODl~^MOD

예: (MOD 勿.%£ “Yes" "No”)-' =

(MOD %.w 协"No" "Yes")

변경결합: 각 필드는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동안 반복적인 변경을 거치게 되며 하나의 필 

드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순차적인 변경의 결 

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 간에 결합 연산을 

정의한다. 이는 추후 문서의 재구성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같은 필드 

를 대상으로 하는 두 단위변경 △ 厶' 사이의 

결합 연산은 △。厶' 과 같이 표현하며 이는 

대상 필드에 대하여 厶 변경 이 있은 후에 厶' 

변경이 추가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각 변 

경 타입별로 가능한 단위변경간 결합 연산은 

다음과 같다.

, Case 1： %。。^ADD = ^ADD

Ex: (^add 必.明名"Internet") ° 
(4场 ”Phone”)=
。勻如 di* 】 Ji "Phone”)

• C«se 2: d如 ° 厶del = ^0

Ex: (^add "Internet") °

(△del di・wM "Internet”)=厶。

, Case 3: ^add ° 厶mod = ^add

Ex: {^add Ji "Internet") 0

(△mod d"# "Internet" "Phone*')  

=(冬如 "Phone")

• Case 4:匕蛎战 ° ^add = △mod



워크플로우 기반의 XML문서의 변경저장 모델 147

Ex: Sdel "Phone”) 0
(d如 dziji ''Internet")

= (4스mod "Phone" "Internet")

• Case 5: 厶mod 0 ^mod = =스"d"

Ex:(厶mod di.wA MPhone" "Internet") ° 

(厶mod di.w/i ''Internet1* "e-mail")= 

(△mod 'Thone" "e-mail”)

• Case 6:厶mod 0 Z、del = ^del

Ex: (Z\mod di.wd 'Thone1' “Intenvt")0 
(△del "I까emet") =

(厶del di.wi Ji "Phone'1)

• Case 7: ° ^add = ^mod"

Ex: (Amod Mmi Ji ”Phone” "Internet") ° 
(為)"顷以 "mail”) ：그 

(^add "e-mail")

연산의 적용법칙: 위에서 제시한 각 연산 

들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법칙들 

이 적용된다.

• N第。厶0=厶。。厶

• (N，。4)1=厶广。4“

• 0。z\/-1 =厶厂'。厶产 zA0

• 。厶广  △[' °厶j*

• (A° A,)0 A°(A，0 ^i,r)

4.3 문서의 재구성

문서의 저장 형태는 최초의 문서 정의와 이 

에 대한 변경분들로 이루어져있으므로 단위 

업무에서 문서에 대한 체크아웃을 요청하거 

나 문서의 모니터링 등의 이유로 문서를 클라 

이언트로 보내야 하는 경우는 문서정의로부 

터 저장된 변경들을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문 

서를 구성흐！게 된다.

프로세스가 진행 이 되는 동안 [4]에서 설명 

한 대로 문서와 작업영역의 버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며 이들은 변경분만을 저장하고 있 

다. 그림 5에서 만일 사용자가 as 이 이루어 진 

직후의 문서에 대한 요구를 한 경우 시스템은 

적절한 문서를 구성하여 반환해주어야 한다.

정의 6 (문서변경의 결합)

서로 다른 다수의 문서변경은 버전 재구성 

의 효율을 위하여 결합된 하나의 변경으로 표 

현할 수 있으며 문서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5 — dj°。尸(Qi I / — 1, ... L ｝

(由 =｛厶小 厶山 …, 厶认｝,。尸｛匕」시，

△fl, • • •> N项…, 厶屋, L： 해당 문서에 소 

속된 필드의 수)

하나의 문서에 대한 변경함수를 $로 표현 

할 때” 역시 厶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단, 为는 문서에 아무런 

변경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罚才二器& &

•(辱务)"=4"。4”

• ° 1 — 1 °(5/=(5 0

, <5, °(5, # <5/ °

• 如布、)。机=&。即成)

변경의 반복적인 적용은 프로세스의 특정 

시점에서의 문서의 상태를 결정하게 되며, 프 

로세스가 수행되는 도중, 혹은 프로세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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辱

辱

4=
4=
4=
3=

d.wl.Registration Method "인 터 녯”

厶ADD dwl.Registration Code "INSOl"

△gd.w2.Name “허원창“
厶ADD d.w2. Telephone No w02-880-7180M
厶 add^wZ丄ddrws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567번지"

솨#”)d.wL Registration Code "1NSO3”

厶add』网2“$址"成1必"01765&3"

厶ADDcf.w3.Fers<?K쇼 CJiccfc "Checked"

勺皿 d.w4N”ft 如 afbank accotn心 *伊

厶皿 日風 丁야서 balance %,524网”

厶 add d.w5. Evaluation. «High“

(a) 문서 次베 대한 변경 저장 기록

(a) 문서 d에 대한 변경 저장 기록

B

No.: Document d02038 
nsunmcc wpliance 
:2001. 0411

프로세스정보
프로세스이름 Insurance processing 
프로세스 생졍욀: 208• 成 06 
프로세스@国糸 배혜림

(b) as 이 끝난 후의 문서 버전 %0)

(b) 饥이 끝난 후의 문서 버전 V60)

〈그림 5> 문서 재구성 과정

후에 특정 시점의 문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문서의 재구성은 항상 최초의 문 

서로부터 프로세스의 진행과정을 통하여 가 

해진 문서변경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의 순차적인 변 

경은 모든 변경을 문서에 가하는 것이 아니 

라, 변경간의 결합을 통하여 하나의 변경으로 

표현하고 최초문서에 해당 변경을 가함으로 

써 손쉽 게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贝가 작업 

을 끝내 시점의 문서d는 V6가 되며, 변경간의 

결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구하여 진다.

v6(d)=(希。&。&。&。&。67)(玲(4))
=(标&四成两仃&出％"))

=&0根))

(단, 6 = {厶妣 rf.w(.Registration Method 

"인터넷", Aadd rf.W1.Registration Code "INS03", 

△add rf.w2.Name ”허원창”, Aadd rf.w2.Telephone 

No "02-880-7180", ^ADD rf.w2.Address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567 번지”, Aadd d.W2.Submit 

No. "0176583",厶皿 d.w3.Personal Check.

"Checked", ^dd d.w’.Number of bank accounts "3", 

△add rf.w4.Total balance "6,524,0%", 

^add ^.w5.Evaluation. "High"})

싱©는 최초의 문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의 변경 (&, &, &, §4> §5, 67) 을 순차적 으로 가 

하여 얻어진 결과물이지만, 이후에 해당 문서 

버전올 추출할 때는 이들 변경을 결합하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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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진 하나의 변경 死을 최초 문서에 적용 

함으로써 추출할 수 있다.

4.4 문서의 관리 및 회복

프로세스의 진행과정에서 변경간의 결합을 

이용하는 문서 재구성은 작업자가 작업해야 

하는 문서를 자동적으로 구성해서 사용자에 

게 넘겨주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이러한 변경 

의 결합은 프로세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관리 

의 목적상 특정 상태의 문서를 다시 확인하거 

나 이상 상황의 발생에 의해 문서를 이전상태 

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이를 문서의 회복이 

라 한다.

먼저, 관리의 목적상 프로세스 종료 이후에 

특정상태의 문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를 

구성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4.3절에서 설명 

한 문서의 재구성 방법과 동일하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진행도중 이상상황이 발생하여 이 

전 상태로 되돌리는 문서 회복의 경우는 앞서 

변경간 연산에서 정의한 역변경을 이용한다. 

{o» •••> Oi+b •••> 야(사(UA)가 단 일

경로상에 있을 때 즉, 임의의 k (区女-1)에 

대하여 (a*,  a*)  WZ 이면 K-번째 단위업무 

에서 이상상황이 발생하여 /-번째 단위업무로 

문서의 상태로 되돌려 야 한다고 가정하자. i- 
번째 단위업무에서의 문서 버전을 이고 

번째 단위업무에 의한 변경을 *)라고  표기 

한다면, 해당 단위업무에서의 문서상태는 다 

음과 같이 되돌려질 수 있다.

v*d) =(种。。。。斗幻)％a)(d))

=((艸)"。…。(#尸。…。(胪)广)(vw(d))

5.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현 및 실험

5.1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간단한 프로 

토타입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워크플로우 

상에서 문서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워크플로우 엔진은 기 

존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개발된 SNUFlow[9] 
를 이용하였으며, 문서의 관리를 위한 정의시 

기능과 실행시 기능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듈 

을 추가하였다.

다음 그림 6에서 (a)는 추가된 정의시 모듈 

이며 (b)는 추가된 실행시 모듈이다. 정의시 

모듈을 통하여 사용자는 프로세스의 단위업 

무를 문서의 특정 부분과 연결할 수 있으며 

실행시에는 이를 바탕으로 문서작업을 수행 

하고 수행한 결과를 시스템 이 자동으로 저장 

하여 변경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5.2 실험결과

문서의 변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리성과 저장공간의 효율성 두 가 

지 측면에서 장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실험을 통하여 저장 공 

간의 절약을 기존 방법론과 비교하였다. 문서 

의 변경을 변경분으로 저장하는 기존 

CVS (Concurrent Versions System) [10], SCCS 

(Source Code Control System) [11], RCS 

(Revision Control System) [12]등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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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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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단위업무의 수의 변화에 따른 기존 방법론과의 비교

들 방법론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소스코드들의 변경이력을 체계 

적으로 관리한다. 본 논문의 관리대상인 

XML문서도 텍스트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이들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VS와 그 효율성을 비교한다，

먼저, 서로 다른 수의 단위업무를 가진 다 

양한 프로세스 하에서 본 논문의 방법론의 효 

과를 분석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프 

로세스의 단위업무 수가 많을 수록 제안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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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변경저장방식 적용 시 저장용량）-（CVS 적용 시 저장용량） = c, H： （변경저장 

방식 적용 시 저장용량）-（CVS 적용 시 저장용량）〉c, c를 간격 5만큼씩 증가시키면 

서 를 기각하는 최대의 c를 찾음.

〈그림 8> 업무부하에 따른 효과 분석

법론이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 

해, 변경해야 할 저장분량이 많이 발생할수록 

제안한 방법 이 효과적 이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인스턴스 발생간격의 

값에 따라 제안한 방법론의 효과를 분석하였 

다.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해 인스턴스 발생간 

격을 다양하게 주어 결과를 확인하고, 두 방 

법 적용 시 저장용량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 

는지 유의수준 0.05에서 t-test를 통해 검증하 

였다. 발생간격 이 짧다는 것은 프로세스에 업 

무부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발생 

간격이 작을수록 저장해야 할 변경분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인스턴스 발 

생간격 이 증가할수록 방법 간 차이는 줄어든 

다. 즉, 업무부하가 큰 환경에서 제안한 방법 

이 더욱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두 가지 실험 

에서 모두 저장해야 할 변경분이 많이 발생하 

는 환경에서 제안한 방법의 효과가 크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프로세스의 개 

수가 많거나, 프로세스의 유형 이 복잡한 상황 

에서 본 논문의 변경관리방법은 더욱 효과적 

임을 추측할 수 있다.

6.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여러 기업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문서의 변경 

을 저장 하고 특정 상태의 문서를 재구성할 

수 있는 효과적 인 모델을 제안하였다. 특히,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양식문서를 XML기 

술을 통하여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내용과 표 

현을 분리하고 이기종 시스템간의 문서 상호 

교환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XML양식 문서가 

사용되는 경우 프로세스의 진행과정을 기반 

으로 문서의 변경을 효과적으로 저장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프로세스의 진행과정에서 문 

서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상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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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필요로 하는 문서를 재구성하는 모델 

을 제시하였고 이는 프로세스가 종료된 이후 

에도 관리의 목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제 안된 모델을 바탕으로 프로세스의 

이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문서를 원래 상태 

로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문서작업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문 

서의 저장공간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편리성은 간단하게 구현한 정의시 

모듈과 실행시 모듈의 예를 통하여 보였고, 

저장 공간의 효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간단 

한 실험을 통하여 기존의 텍스트 기반 변경관 

리 기법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추후 연구 과제로는 문서의 변경 

관리를 프로세스 모니터링과 연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워크프로우와 같은 비즈니스 프 

로세스 관리 소프트웨어에서는 프로세스의 

자동실행 못지 않게 프로세스 수행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작업 이 중요하다. 문 

서의 변경관리 과정에 대하여 모니터링 기법 

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저장된 문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재 

구성 방법론올 활용하는 여러 검색 및 질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대수 

(algebra)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용자 

로 하여금 프로세스 진행 동안 사용한 문서를 

비롯한 다양한 자원에 대한 효과적 인 검색을 

수행하도록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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