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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B2B 등록저장소는 효율적인 기업간 전자거래의 지원을 위해서 거래 기업 또는 잠재적 거래 기업들이 거래 관 

계를 맺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등록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B2B 등록저장소 

의 주요한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가지는 복잡성과 동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표현의 복잡성 

이 높다. 또한 현재 ebXML BPSS, WSBPEL, BPMN 등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 경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B2B 등록저장소에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표현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를 체계적으로 등록하기 위한 메타데이 

터 스키마를 제시한다. 제시된 메타데이터 스키마는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를 등록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가지며, 재활용의 수준을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 수준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구성요소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설계되었다. 제시된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XML 기반 

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 언어인 ebXML BPS%과 WSBPEL로 표현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메타데이터 추출을 

예시적으로 설명한다.

ABSTRACT

B2B registries provide spaces to register and retrieve information which is necessary to support B2B transactions 
among business partners or potential business partners. Business process specifications are one of important contents in 
B2B registries, and there is high complexity of repnesentation due to complex and dynamic characteristics of business 
processes. Also, currentiy tfiere exist several competing specification framewoiks such as ebXML BPSS, WSBPEL, 
BPMN, and so on. This paper proposes a metadata schema to register business process specifications which are 
represented by dififerent specification framewoiks. The proposed schema has extensibility to register business process 
specifications which are represented by various different specification framewoifcs. Also, it extends reuse level from 
whole business specification processes to their components. To show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schema, this paper 
demonstrates metadata extraction from business process specifications which are represented by two representative 
XML-based business process specification languages, ebXML BPSS and WSB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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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B2B 등록저장소는 효율적인 기업간 전자거래의 

지원을 위해서 거래 기업 또는 잠재적 거래 기업 

들이 거래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등록하 

고 검색할 수 있는 공간이다[49,10]. 등록저장소에 

는 거래 기업의 프로파일, 전자 문서 양식, 비즈니 

스 프로세스 정의, 서비스 정보 등이 저장된다. 이 

중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가 가지는 복잡성과 동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표현 

의 복잡성이 높고 재활용이 용이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등록저장소 내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저장과 관련해서 존재하는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현과 관련된 문제이 

다. 현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 

는 표준들로는 ebXML BPSS (Business Process 

Specifcation Schema), WSBPEL (Web Service 

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BPMN 

(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등이 다양하게 

사용된다[S&IUZIGJLZW. 또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를 표현하는 수준도 ebXML BPSS나 WSBPEL 등 

은 XML 형태의 실행 수준(Executable Level)으로 

상세하나, BPMN 이나 UMM (UN/CEFACT 

Modeling Methodology)의 워크시트들에서는 이 보 

다는 상위 수준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표현하 

고 다루고 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를 B2B 등록저장소에 

저장하고 검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 

된 또한 다양한 수준에서 표현된 비즈니스 프로세 

스를 어떻게 등록할 지에 대한 메타데이터 스키마 

의 정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1]. 하지만, 현재 

활용되고 있는 B2B 등록저장소에서는 이러한 비 

즈니스 프로세스 정의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영 

한 메타데 이터 스키마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B2B 등록저장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스 

키마를 제시하고 제시된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활 

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에 대한 검토로 

B2B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표현 프레임워크에 대 

한 검토와 B2B 등록저장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설계 내용들과 ebXML BPSS, WSBPEL 

로 표현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의 등록을 예시 

적으로 살펴본다. 4장에서는 제시된 메타데이터 스 

키마와 관련된 토의사항들에 대하여 언급한다. 5장 

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B2B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현

기업간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기업간에 진행되는 

전자상거래 처리절차를 의미한다. 비즈니스 프로 

세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단위업무(Business 

Transaction)에 대한 정의, 메시지 또는 정보에 대 

한 교환 흐름을 정의하는 문서 흐름(Document 

Flow) 정의 외에도 단위 업무들에 대한 업무 흐름 

및 순서 등을 정의하기 위한 조율 (Choregjaphy) 등 

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기업간 비즈니스 프로세 

스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도식적인 표현 방법과 

XML 기반의 표현 방법이 존재한다. 객체지향 표 

준 모델링 방법론인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을 사용하여 기업간 비즈니스 프로세스 

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최 

근에는 BPMN (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1211,1217,19]. XML 기반 

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술 방법에는 ebXML의 

BPSS (Business Process Specification Schema), 웹 서 



기업간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통합적 등록저장을 위한 메타데이터 스키마 설계 197

비스 진영의 WSBPEL (Web Service 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WSCI (Web Service 

Choreography Interface), WS-CDL (Web Service 

Choreography D escription Language) 등이 있다 

[6,11,12,16,17,19].

이 중 XML 기반의 ebXML BPSS와 웹 서비스 

진영의 WSBPEL이 실행가능한(Executable) 비즈니 

스 프로세스 기술 언어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11,12]. 초기에 ebXML의 BPSS는 UN/CEFACT에 

서 작성되어 관리되었다. 2003년 8월 버전 1.0.9를 

발표한 이후 OASIS 내에 새로 생성된 ebXML BP 

TC (Business Process Technical Committee)에서 규약 

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고 있다. 현재, 2006년 4월에 

Committee 명세로 승인된 버전 203이 최근 버전이 

다. BPS招는 기본적으로 ebXML 프레임워크 내에 

서 ebXML 다른 표준들(ebXML MS (Message 

Service), ebXML CPPA (Collaboration Protocol Profile 

and Agreement), ebXML RIM (Registry Information 

Model), ebXML RS(R巻切y Services))과 연계되어 

기업간 전자거래를 이루어 갈 때 비즈니스 트랜잭 

션에 대한 정의와 트랜잭션의 순서, 관계 및 제약 

조건, 참여 기업들의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다 

[53,10,11]. 버전 20에서부터는 웹 서비스로 구현된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단위 업무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11].

WSBPEL은 WSDL, UDDI, SOAP 기반의 웹 서 

비스 내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실행 

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6,12]. BEA, IBM, 

Microsoft, SAP AG, Siebd Systems 등의 주도로 개 

발되었으며, Microsoft사에서 제시되었던 XLANG과 

IBM에 의해 제시되었던 WSFL (Web Service Flow 

Language)^- 결합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언 

어이다. 버전 1.1 이 2003년 5월에 발표되었으며, 2.0 

버전의 Committee 초안이 계속 보완되고 있으며 

현재 참조 가능한 버전은 2006년 5월에 개발된 버 

전이다. WSBPEL을 사용하여 WSDL을 통해서 명 

시된 웹 서비스 오퍼레이션들이 어떠한 순서로 진 

행되는지를 표현하고 실행할 수 있다. WSBPEL 

이외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과 관련해서 웹 

서비스 진영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표준으로 

WS-CDL (Web Services Choreography Description 

Language) 이 있다[17]. WS-CDL 규약은 W3C의 

WS Choreography WG (Working Group) 을 통해 작 

성되어 관리되고 있다. WS Choreography WG는 

2005년 12월 WS-CDL 버전 1.0을 W3C Candidate 

Rc旳 mmendation으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공개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이다. WS-CDL은 비즈 

니스 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언어는 아니며, 기술 

(description)을 위한 언어이다. 또한 WSBPEL에서 

는 기업간 거래에 참여하는 한 기업의 입장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표현하는데 반해서, WS- 

CDL에서는 거래 참여기업 중 한 기업의 관점이 

아닌 중간적인 관점에서 거래에 참여하는 참가자 

들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대한 처리 순 

서 조건 및 제약 사항에 대해 기술할 수 있도록 

해준다.

2.2 B2B 등록저장소

斷비즈니스 거래 파트너들이 비즈니스를 수행하 

기 위해서 필요한 거래 파트너 프로파일,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 정보 등을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등록저장소라 한 

다. 이러한 등록저장소는 거래를 하려는 상대자들 

을 발견하고 이 상대의 비즈니스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보를 다른 잠재적 거 

래 상대에게 알릴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기 

업간 전자상거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ebXML 프레임워크에서는 "등록저장소”라는 컴 

포넌트를 표준화하여 서로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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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기술기반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 등록저장소 정보 저장을 위한 ebRIM (ebXML 

Registry Information Model), 등록저장소 정보 검색 

을 위한 ebRS (ebXML Registry Service and 

Protocol)/]- 표준으로 제시되고 있다[9,10] 웹서비스 

의 경우는 서비스 명세 표준인 WSDL (Web 

Savioe Description Language)과 함께, 서비스 등록 

및 발견(discovery) 표준인 UDDI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를 사용하고 

있다[6]. UDDI는 전세계 서비스에 대한 명세, 발 

견 통합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서비스 등록 

저장소로 현재 웹 서비스의 등록저장소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B2B 등록저장소 내의 주요한 컨텐츠 중의 하나 

인 비 즈니 스 프로세 스 정 의 (Business Process 

Specification, BPS)의 저장과 관련해서 현재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REMKOU3]와 같이 현재 사 

용하고 있는 B2B 등록저장소에서는 저장의 단위 

가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되어 있으며, 비즈니 

스 프로세스 내의 구성요소 수준의 재활용을 제공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현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록 시에 등록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메 

타 데이터(비즈니스 프로세스 명, 등록날짜, 등록 

자, 분류 정보 정도) 이외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 

에 포함된 의미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검색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못하다.

3. 비즈니스 프로세스 

메타데이터 스키마

3.1 설계 원칙

본 연구에서 제시된 B2B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 

록저장소 메타데 이터 스키마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의 주요 설계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사용의 단위를 비즈니 

스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성요소 수준으로 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가 역할, 문서 흐름, 단 

위 업무 업무 흐름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객체 

이므로 재활용의 수준을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구 

성요소 수준으로 상세화함으로써 등록저장된 내용 

의 재사용을 증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bXML 

BPS澀의 경우, BPSS로 기술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에 포함되 

어 있는 비즈니스 트랜잭션, 비즈니스 협업 단위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특정 표현 프레임워크 

에 독립적으로 설계한다.

다양한 표현 프레임워크로 표현된 비즈니스 프 

로세스를 등록, 저장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스 

키마가 특정 표현 프레임워크에 독립적인 형태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메타데이터 스키마 

자체는 최대한 단순한 형태가 되도록 한다.

• 등록 대상에 대한 확장 가능성을 제공한다.

등록저장소에 저장 대상을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성요소 수준으로 상세화할 뿐만 아니라, 등록 대 

상이 되는 구성요소를 등록저장소 설계자가 결정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등록저장소의 목적이 

따라서, 재활용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ebXML, 웹서비스 진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를 모두 등록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ebXML BPS澀와 

웹서비스 진영의 WSBPEL로 표현된 비즈니스 프 

로세스 정의를 등록,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ebXML 진영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 

설계 방법론으로 추천하는 UMM 워크시트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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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 정보들도 등록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최 

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도식적 표현 방법으로 많 

이 활용되고 있는 BPMN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타 프레임워크 내에서 등록저장된 구성요소 

간의 연관성을 지원한다.

동일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다른 표현 프레임 

워크（예를 들어, BPSS, BPMN）에서 표현된 경우, 

동일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임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연관 관계가 등록저장소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즉, 등록저장소에서 비즈니스 프로세 

스 검색 시에 서로간의 연결을 제공한다.

3.2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설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메타데이터 스키마는〈그림 

1〉과 같다.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클래스는 크게 등 

록저장소 설계 시에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클래스 

（〈그림 1〉에서 점선으로 표시）와 개별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등록 시에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객체 

（〈그림 1〉에서 실선으로 표시）로 구분된다. 등록저 

장소 설계 시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현 프레임워 

3.（Framework） 내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표현하 

기위한 구성요소 （Construct） 들은 Business 

ProoessType, EntityType, RdationType, AttributeType 

으로 등록된다. 예를 들어 ebXML BPSS의 경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비즈니스 트랜잭 

션, 비즈니스 협업 등이 EntityType으로 정의되고 

이들간의 관계가 RelationT⑰g으로 정의되고 비즈 

니스 프로세스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 속성들이 

AttributeType으로 등록된다. 구체적인 예제는 33절 

과 34절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등록저장소 설계 시점에서 등록해야 되는 클래 

〈그림 1> 메타데이터 스키마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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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중에는 ClassificationScheme과 Clas通가 포함된다. 

ClassificationScheme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Entity, 

Relation, Attribute를 분류하기 위한 분류체계를 의 

미한다. Class는 이러한 분류체계 내에 포함되는 

분류 노드들을 의미한다〈그림 2〉와〈그림 3〉에서 

는 등록저장소 설계 시점 클래스의 속성들과 속성 

의 데 이터 타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여준다.

등록저장소 설계 시점에서 등록된 비즈니스 프 

Framework

BPS& BPMM.
BPEMV任｝

name^Business 
Collaix)ration, Business 
Transaction, Business 
(Emin D^cr^>tion 

Wo* 하馆凯 Business 
C 싀 MMr做혆1 SgcifK湖m 
VUoilcsheet, C^raticm,

砲mHBPSS_P(8部路

Busies 오 

ProcessType EntityType

■mwe: Ming
亀gmWD: GUID
■♦verskm: string 
心:l脚
새•出8加恍”當 部华

〈그림 2> 등록저장소 설계 시점 클래스(1)

〈그림 3> 등록저장소 설계 시점 클래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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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 표현 프레임워크 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와 그 구성요성들은 추후 개별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 등록 시에 등록저장소에 등록된다. 개별 

프로세스 인스턴스 등록 시에 사용되는 클래스들 

은 BusinessProcess, Entity, Relation, Attribute 등이다 

(〈그림 1>,〈그림 4> 참조). 즉, 하나의 비즈니스 프 

로세스 인스턴스를 등록하면, 하나의 

BusinessProcess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이 프로세스 

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인 Entity, Relation, 

Attribute 인스턴스들이 저장된다.〈그림 4〉에는 프 

로세스 등록 시점에 인스턴스들이 생성되는 클래 

스들의 속성들을 보여준다.

3.3 ebXML BPSS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등록

3.3.1 등록저장소 설계 시점 클래스 등록

BPSS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개념은, 거래에 참 

여하는 참여자들의 역할(Role)과 비즈니스 협업 

(Business Collaboration, 이하 BC)을 포함한다. BC는 

다시 업무들의 순서를 정의하는 코레오그래피 

(Choieography)와 단위 업무를 나타내는 비즈니스 

트랜잭션 (Business Transaction, 이하 BT), BT 내의 

문서 흐름(Document Flow)으로 이루어진다. 코레 

오그래프는 BC 내에서의 BT 또는 BC들의 실행 

순서를 표현하며, UML 또는 BPMN으로 표현될 

수 있다. BT는 6가지 패턴 중의 하나를 가지게 된 

다. 이 6가지에는 Commercial Transaction, 

Information Distribution, Notification, Query/Response, 

Attribute

ISSnOKig
4fiamelD: GU1D

^longsTo: CoristructlnstancelD 
rvalue: string

Constructinstance

•Hiame: string
GUID

{ClassID}
♦ower: UsertD

string

Mstract dess

he!ongsTo

Relation

4isTypeOF: REs飼iTy神 D
■msyrce: C©m®ructlrawicelO

ConstacttnstacelD

source Entity

target

BusinessProcess

솧i 이项x여:
^mimeType: string 
卄하泊 g 
•mate： suing 

string 
Bate

MsT^peOf: E 顽yTyp 헤D

〈그림 4>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록 시점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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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Confirm, Request/Response가 포함된다[11].

〈그림 5>는 등록저장소 설계 시점에 BPSS 프레 

임워크를 등록하기 위해서 생성된 객체 인스턴스 

의 일부이다. “ebXML BPSS”는 Framework 클래스 

의 인스턴스로 정의가 되었고 ebXML BPSS로 정 

의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추후 등록하기 위한 

BusinessPiwess 클래스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 

성하는 요소인 BusinessTransaction 과 

Businesscollaboration이 EntityType으로 정의되었다. 

〈그림 6〉도 등록저장소 설계 시점에 생성되는 객 

체 인스턴스의 일부를 보여준다.〈그림 6〉에서는 

BusinessTransaction과 Businesscollaboration의 관계 인 

'•BCUsesBT”가 RelationType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정의되었다. 또한 BusinessTransaction의 속성으로 

BusinessTransactionPattern °] 정의되는데, 이 

BusinessTransactionPattem0] 가지는 값은 앞에서 언 

급한 BT 패턴명을 가지게 된다. 예시적으로 

ebXML BPS%를 위한 등록저장소 설계 시점 생성 

객체들은 전체 목록은〈표 1〉과 같다.

3.3.2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록 시점 클 

래스 등록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록 시점에는 

BusinessProcess, Entity, Relation, Attribute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이 생성된다. Entity 인스턴스가 가지는 

isTypeOf 속성값은 EntityType 인 스턴스 인 

BusinessTransaction, Businesscollaboration, 

Business。ocument 의 namelD (〈표 1〉의 경우, 

200002', *200003',  *200004*  중 중]나)이고 Relation 인 

스턴스가 가지는 isTypeOf 속성값은 RelationType 

인스턴스인 BPIncludesBC, BCUsesBT, requesting, 

responding-^] 皿nelD 이다.

ebXML로 표현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등록 예 

제로 ebXML BPSS 표준 기술 명세(버전 203)에서 

제시된 Dropship 예제를 사용하도록 한다[11]. 

DropShip 예제에서는 고객(customer), 판매자

ebXML BPSS: 타amework 
name=*d>XMLBPSS*  1
namelD«i(X)00r 
version=^2.03 
uri볂htE阳gq应a히期伯bp碱出p«2。眼" | 

descriptiorF'et^ML BPSS 2/).3 버전에 근거한 I
히즈이스프宝闡스뗭岡...표준' ..  iP 。 o

〈그림 5> BPSS 등록저장소 설계 시점 클래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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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collaboration： EntityType

Name^BusinessCollaboration 
rwnel0*200002 ,
曲쭤허更혀fWWIjBPS아」闫 Business Qsltoora^on'

〈그림 6> BPSS 등록저장소 설계 시점 클래스（2）

〈표 1> BPSS 등록을 위한 초기 객체 생성

Type namelD name description

BP 200001 BusinessProcess ebXML BPSS 내의 Business Process

Entity 200002 BusinessCollaboration ebXML BPSS 내의 Business Collaboration

Entity 200003 BusinessTransaction ebXML BPSS 내의 Business Transaction

Entity 200004 BusinessD ocument ebXML BPSS 내의 Business Document

Relation 200005 BPlncudesBC
ebXML BPSS 내의 Business Process 내의 Business 
Collaboration 포함관계

Relation 200006 BCUsesBT
ebXML BPSS 내의 Business Collaboration 내에서

Business Tragaction 사용 관계

Relation 200007 requesting
ebXML BPSS 내의 Business Transaction 에서의 

requesting document 관계

Relation 200008 responding
ebXML BPSS 내의 Transaction 내에서 responding 
document 관계

Attribute 200009 BTPattem

Business Transaction Pattern, 'Commercial
Transaction ,，Notification , Information

Distribution , 'Query/Response , ^Request/Confirm，, 
'Request/Response', *D  ataExchange , ' LegacyBT*  중에 

한 값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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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ler), 벤더 (vendor), 신용기관(aedit authority) 이 

참여한다. DropShip 예제에서는 고객이 주문을 하 

고 주문처리 (ft血ment)는 벤더가 담당한다. 신용기 

관은 지불을 확인하고 지불을 처리한다〈그림 7>, 

〈그림 8〉은 Dropship 예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 

의의 일부이다.〈그림 7>을 살펴보면, 비즈니스 프 

로세스의 이름은 'Pui난laseCluster”로 정의되어있고 

버전은 T로 정의되어있다.〈그림 7〉에는 두 개의 

비즈니스 문서인 'Invoice”와 'TnvoiceR印ponse”에 대 

한 정의가 함께 포함되어있다.〈그림 7> 중간 부분 

에는 'Data：Invoice”라는 이름의 DataExchange 엘리 

먼트가 보이는데, 이는 비즈니스 트랜잭션이며, 이

xmlns=whttpitfcfocs.oasisopen.oig/ebxml-bpfebbp-2.0*
wlnso^i-'ht^^ww.^S.orgZZOOI/XMLSctema-inshtnce*
wlnsod»flht^^Amw.w3,orgJ2(K)1 /Xlnclude*

由히英e끈**흔내宴脆회 旧기临鲍亡mm에)hwC23*  一
너由 d 늬'um:pw히誠mingciu하©广 伸&>源*曲 mV由혀혀i느Z
中하£왼/흐［얐의W1X丄

<l-xi:include href^$^ftals-package-2.03.)anF pa心#*비*

XP 南馋r# 하씨x>i血?이거8瞄유滅源砒。戒P負이用&卩
<Busine^Document name«ltwice" namelD»TM*mvoic^*>

<I-Snbws use arejdemeuDocwnentDemef c^onSTam5®B-->
<Specification type**schOTa*
kc 成이bt버*  14^SBS-csAcpathsA(mWG>aWnvoi^-XP^.xmF
targetf4amespace^um:oasis:naims^f^ification:obl:schema^scl:lnvoice«1.0H

names^nvoice* 1 namelD^^rnvoiceSS^

<^u$ines$CXicumen>

<SpeciOcation types，,schwa*

name^lnvoi^Response1* namelD 느'i*讹 磷3冷
</BusinessCk)cument>
vD 血 Exch卽號rgibDa也 :l<vW iwm 지 四 igf

<RequestingRole nan旭녀Diin浊加 f namelD-^DIm^atorl
〈Re 이RtidiiwR 히❸ narm^^Dlresponder^ namelD^DIresponderl */>

tirneToAcknoM4ed^Receipt=HPT6H*
timeT oAckncwle^eAcceptance^PT 12H">

<DocurmntEnvelq>e name^DEiPr^s^lnvoic^**  
namelDa：l,data-de-inva^eH 비瑯瞬오g혀m脾成 허 nvois*
v/R 沖 gngBu터 rg內整너帝

<RespondingBusinessAcWity name^ResBA^eceiMelnvoice*  
namelD-Wbares-invoice^

namED 너'd&서 e-hwo 膈 R咿혀咨寸 
businessDocunentRe^Txi-invoiceRe^xjnse^ 
<^esjx)ndingBusinessActMty>

<^)ataExchange>

〈그림 7〉Dropship 예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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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트랜잭션의 패턴이 DataExchange이다. 

**D ata: Invoice,' 비즈니스 트랜잭션은 Requesting

Activity 에 서 * Invoice**  문서 를 보내 고 Responding

Activity에서는 'TnvoiceRespoDs^' 문서를 받는 것으 

〈그림 8> Catalog Revest 비즈니스 협업 예제

〈그림 9> BPSS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록 시점 객체 예제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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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되어 있다.

〈그림 8〉은 DrcpShip 예제의 일부분으로 Catalog 

Request를 정의하기 위한 비즈니스 트랜잭션과 비 

즈니스 협업의 정의를 보여준다. 첫번째 엘리먼트 

인 샤ueryResponse는 "Catalog Request'*  비즈니스 트 

랜잭션을 QueryResponse 패턴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번째 엘리먼트인 BusinessCollaboratiori에서는 이 

비즈니스 트랜잭션올 사용하는 비즈니스 협업을 

정의하고 있다.

〈그림 9〉은 Dropship 예제에 대한 BusinessProoess 

인스턴스 "PurchaseClust或'와 비즈니스 문서 

“ Invoice” 에 해 당 하 는 Entity 인 스 턴 스 , 

"aWmvokd 에 해당하는 Entity 인스턴스를 보여 

준다. 각각의 isl^peOf 속성을 통해서 이들이 각각, 

BusinessD ocument, BusinessTiaisaction 임을 알 수 있 

다. 또한〈그림 9〉에 포함된 Relation 인스턴스는 

Fata：Invoice” 비즈니스 트랜잭션과 ’Invoice" 비즈 

니스 문서간의 관계 requesting을 표현하고 있다. 또 

한 Attribute 인스턴스는 해당 비즈니스 트랜잭션의 

패턴이 *iDataExchange，임을 value 값을 통해서 표 

현하고 있다.

〈그림 10>는〈그림 8〉의 Catalog Request와 관련 

된 BusinessTransactior과BusinessCollaboiation에 대한 

객 체 인스턴스들을 보여준다. 즉, “BC” 

BusinessCollaboration0] ^CatalogRequest', (namelD = 

TD100')을 “uses”하는데 이를 Relation 인스턴스 

'"BUCatelogRecNest”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다. 또 

한 Attribute 객 체 인 스턴스를 이 용하 여 

"CatakigRequest” BusinessTransaction-^] 패턴이 

'QueryResponse' 임을 표시하고 있다.

:Entity

giK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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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BPSS 비즈니스 프皇세스 등록 시점 객체 예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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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WSBPEL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등록

3.4.1 등록저장소 설계 시점 클래스 등록

WSBPEL은 웹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 

을 묶어서 새로운 복합 서비스인 프로세스로 정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2]. WSBPEL에서 프로세 

스의 각 단계들을 활동(activity) 이라고 부르는데, 

WSBPEL에서 제공하는 기본 활동(primitive 

activity)에는 invoke, receive, reply, wait, assign, throw, 

tenninate, empty 등이 있다. 여러 개의 서비스를 연 

결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WSBPEL 

프로세스는 다른 서비스를 호출하거나, 클라이언 

트(서비스의 사용자)로부터의 요청을 받을 수 있 

도록 되어있다. 다른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활동 

이 invoke이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고 응 

답하기 위한 활동이 receive와 reply이다.

WSBPEL 프로세스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저장소 설계 시점에 생성해야 할 객체 

로는〈그림 11〉의 개체 (Entity)/속성 (Attribute) 유 

형들과〈그림 12〉의 관계 (Relation) 유형들이 있다. 

먼 저 WSBPEL 이 라는 프레임워크에는 

WSBPEL_Process라고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유 

형이 있으며, Message, Operation, PortType, Activity, 

Scope 라는 다섯 개의 개체 유형이 있다. 이들은 

〈그림 11〉WSBPEL 프로세스를 등록하기 위한 개체 유형과 속성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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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Message： 기업간 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 

자문서를 표현하기 위한 개체 유형이다. 전자 

문서로는 표준 전자문서 설계 규칙을 적용하 

여 작성된 비즈니스 문서를 사용해 야 한다.

・ Operation： 포트타입에서 제공되는 오퍼레이션 

에 관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개체 유형이 

다. 메시지 입출력 인터페 이스로서 정의된다.

■ PortType： 추상적인 오퍼레이션의 집합인 포 

트타입에 관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개체 

유형이다. 이렇게 WSDL에서 정의된 포트 타 

입의 오퍼레이션들을 연결하여 WSBPEL 프

로세스가 구성되게 된다.

■ Activity：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기본적인 활동 

을 표현하기 위한 개체 유형이다. receive, 

reply, invoke, pick과 같이 직접적으로 operation 

과 관련된 활동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 컨 

트롤을 위한 활동들은 제외된다.

・ Scope： 중첩된 방식으로 복합적인 활동을 정 

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위에 관한 정보 

를 표현하기 위한 개체 유형이다. 활동들을 

그룹화하는 것으로 활동들과 함께 또 다른 

범위들을 포함할 수 있다.

개체 유형 중에서 특별한 속성 유형이 필요한 

〈그림 12> WSBPEL 프로세스를 등록하기 위한 관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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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는 Activity, Message, PortType 이 있다. 

Activity에서는 receive, reply, invoke, pick 등의 활동 

유형을 기술하기 위한 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Activityrjpe이라고 하는 속성 유형을 추가하였다. 

Nfesage와 PortType의 경우에는 각각이 정의된 명 

세서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MsgSpec, 

WSDISpec이라는 속성 유형을 각각 추가하였다.

WSBPEL 프로세스를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계 유형으로는 InputMsg, OutputMsg, 

ComposesOperation, UsesOperation, ComposesActivity, 

GroupsActivity, ComposesScope, GroupsScope 등 8가 

지가 있다. 이들과 앞에서 정의된 개체 유형과의 

관계는〈그림 12〉와 같다. 관계 유형 각각의 의미 

는 다음과 같다.

■ InputMsg： 오퍼레이션의 입력 메시지를 지정

■ OutputMsg： 오퍼레이션의 출력 메시지를 지정

■ ComposesOperation: 오퍼레이션들의 집합체인

포트타입에 오퍼레이션이 부속됨을 표현

■ UsesOperation： 특정한 활동에서 특정한 오퍼 

레 이션을 이용함을 표현

■ ComposesActivity： 활동들과 범위들의 집합체 

인 WSBPEL-Process에 활동이 부속됨을 표현

・ GroupsActivity： 특정한 활동이 특정한 범위에 

포함됨을 표현

■ ComposesScope： 활동들과 범위들의 집합체인 

WSBPEL-Process에 범위가 부속됨을 표현

■ GroupsScope： 특정한 범위가 또 다른 범위에 

포함됨을 표현

3.4.2 비 즈니스 프로세스 등록 시점 

클래스 등록

WSBPEL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등록시점에〈 

그림 4〉에 포함된 클래스를 人］용하여 등록된다. 간 

단한 대출 승인 프로세스 WSBPEL 예제를 사용하 

〈그림 13> 대출 승인 프로세스의 외부적/내부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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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등록 시점 클래스 생성을 설명하도록 한다. 이 

프로세스는 한 고객이 대출을 요청하면, 이 요청이 

금융 기업에서 처리되어, 고객에게 대출이 승인되 

었는지를 통보하는 복합 서비스다.〈그림 13〉은 고 

객의 입장에서 대출 승인 프로세스의 외부적 모습 

과 내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즉,〈그림 13〉의 상 

단의 박스가 프로세스의 외부적 모습이다. 

loanApprovalPT라고 흐｝는 포트타입 (Port Type)의 

오퍼레이션(operation)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이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받게 된다. 내부적 

으로 이 프로세스는, 고객 이 대출을 요청하면 이를 

금융 기업이 받아서 관련 금융 기관의 웹 서비스 

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고객에게 응답을 

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금융 

기관의 웹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포트타입도 금융 

기업의 포트타입인 loanApprovalPT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고객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요청 받고 관 

련 금융 기관의 웹 서비스를 호출하고 고객에게 

결과를 응답하는 활동들이 각각 receive, invoke, 

reply로 정의되고 또한 이러한 활동들이 순차적으 

로 일어나는 sequence 활동으로 표현된다.

WSBPEL의 프로세스 정의는 WSDL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 위의 대출 승인 프로세스를 정 

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 기업의 WSDL과 관련 

금융 기관의 WSDL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금융 

기업 및 기관들간에 교환되는 대출 정보를 규정하 

는 표준이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그 내용은 < 

그림 14〉의 loandefinitions.wsdl과 같다고 하자. 

loandefinitions,  wsdl 에 보면 두 개의 메시지 

creditlnformationMessage와 loanRequestErrorMessag가 

정의되어 있다. creditlnformationMessage의 경우, 

firstName, name, amount로 구성되어 있고, 

〈그림 14> 예제 wsdl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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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RequestEuBMessag职는 enorCode로 이루어져 있다 

관련 금융 기관의 대출 승인 서비스의 WSDL은 

〈그림 14〉의 loanapprover.wsdl과 같이 정의된다. 

loanapprover.wsdl에는 하나의 포트타입 (portType) 

loanApprovalPT가 있고 여기에 포함된 오퍼레이션 

approve!- 통해서 대출 여부를 판단한다. 입력 메 

시지는 앞의 k如definitionsw网에서 정의된 것을 동 

일하게 사용한다,〈그림 14〉의 loan-approYaLwM은 

금융 기업의 대출 심사를 위한 WSDL 파일이다.

WSDL 파일 내에는 partnerLinkTyp쎄 대한 정의 

가 있는데, 이는 역할(我)과 포트타입(portType)을 

연결한다.

WSDL 파일들을 기초로 해서 비즈니스 프로세 

스가 정의된다. WSBPEL 파일에는 WSDL의 파트 

너링크타입 (partnerLinkType)을 따르는 파트너링크 

(paiterLink)들을 정의하게 된다. 이 예제에서는 

두 개의 파트너링크 assessor와 approve】가 존재한 

다. 파트너 링 크에 서 는 파트너 링 크타 입 

------------------------------------------------------------------------- simpteloanprocessins이
勺혀E*  我ge피1%皿AppjB뼈P餐网 W 一—一一쩌一蜘一__一一一一m—

MgetNat히溥 pgkh呻啊 geeoW血이戒 cw項 ec博戒苛

xmS$Gh堀:Z饥hemas*nl$gpqrg 和"网02/07/bu 血“ $*prges$ 尸

xmh* 血 譯眄倒烦。5*  허p舛

xxt血 $:lcw血时 h均物 gde 血俪sW

xmtns：^m«,,ht^:MemptwLorg^semces/Ioma3ppwverH>

<j><rtnerLmk^>

cp&ttnerLmlc name做協 ftss^sor11

pg皿 LixMyp 铲1%遂血 m&g히;g禎MkSypb

myRole= ** ^>prover**/>

<p axtnerlink name-51 嚇就11

gtgLinkTypkh曾血皿AppsWL遜Typb

psxtnerRole!!S®approiral,/>

</p^tners>

<variabie$>

<variaBte name^^re^uest8 tnessageT^e«8tomdeficred^If^orm6UotWessQg«l,/>

<vaneble name3®H approvaOnfoB mgg駅Typb囉m聲:허혀阳"祖

</vaxkbhs>

<sequence>

Creceive naLme«ttteceivel*  j>arlnerLhk* H &sses^r*,

poHType** ** apnsloanApprovalPT* of 的皿埒* *' approve^

vmable^^re quest?*>

</receive>

<involce natne^^iavokeapprovei0 pMtnerLtnk=<iapp,ov^1'

pMTyp笋=* 标技汕mApw&lPT霽 혀pgtaF* 料5廿
inputs a»able=M re quest0 e*  供V S 击血…啷我网廁紡

</invoke>

<replyname-ar^lylB portnerLink^^assTOor"

pojfTyp 貯"額鑑樣麟 operatiw5" e^prove* 1

variable=a sjjprovdInfQn >

아曲a

</s«quence>

</jprccess>

〈그림 15> 1 oanApprovalProcess2|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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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LinkT⑰皿)에서 자신의 역할과 파트너의 역 

할을 myRole, partnerRole 속성으로 정의한다. 다음 

으로 WSBPEL 활동들과 WSDL 메시지의 데이터 

를 접근하도록 정의하기 위한 variable들이 정의된 

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내의 활동들과 이러한 활 

동들의 선후관계가 정의된다. loanApprovalProcess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은〈그림 15〉와 같이 

표현된다.

앞에서 소개한 loanApprovalProcess를 등록저장소 

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은〈그림 16〉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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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 oanApprovalProcess 등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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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usinessProcess 클래스 인스턴스로 

' loanApprovalProcess' 를 생 성 하고, 이 것 이 

WSBPEL_Process 타입 （isTypeOf값이 20001T,〈그■ 

림 11> 참조）임과 기타 사항들을 기술한다. 이 비 

즈니스 프로세스에는〈그림 16〉과 같이 여러 

Constructinstance 객체들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각종 관계들로 이들 객체들이 연결된다. 예를 들 

어, 'receivel'은 'Activity' 개체 유형 （isT戏eOf값이 

*200014',〈그림 H〉참조） 이고 loanApprovalProcess' 

와 200107*  관계 유형 号, ComposesActivity를 표현 

하는 관계 유형,〈그림 12〉참조）의 인스턴스로 연 

결된다. 또한 'receivel'에 속하는 속성을 보면 

'ATI' 이 있는데, 이것은 200017이라고 하는 속성 

유형인 ActivityTypei- 기술하기 위한 속성으로서 

（〈그림 11〉참조）, 그 값은 'receive 를 가지고 있다.

4. 토의사항

3장에서는 B2B 등록저장소에 비즈니스 프로세 

스 등록을 위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제시하고 

ebXML BPSS와 WSBPEL을 중심으로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제시한 메타데이터 스키 

마의 특징과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활용 단위의 확장

기존의 B2B 등록저장소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의 등록, 저장의 단위는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한정되어있었다. 이것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 

성하고 있는 구성요소에 대한 부분적인 재활용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에 포함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검색의 

제공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프 

로세스를 구성흐｝는 비즈니스 트랜잭션별 또는 비 

즈니스 협업 수준의 재사용이 어렵고 "구매요청서 

를 人｝용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찾6回"는 식의 

내용 기반의 질의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프로세 

스 구성요소들과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등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메타데이터 스키마 

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구성요소들, 그들의 관계 

와 속성들을 등록하고 이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 

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록저장소 메타데이터 스 

키마를 제시하고 있다.

（2） 비즈니스 표현 프레임워크 중립성

제시된 메타데이터 스키마는 기존에 다양한 

B2B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현 프레임워크들이 경 

쟁하고 있으며,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 

여 비즈니스 표현 프레임워크에 종속적인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현 프레임워 

크 비즈니스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성요 

소（개체 유형）, 이들 간의 관계（관계 유형）, 이들의 

속성 （속성 유형）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내용을 등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표현 프레임워크에 대한 중립성은 다양한 표현 프 

레임워크를 포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며, 또한 

발전하는 표현 프레임워크들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3） 등록 대상의 확장가능성

제시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사용하여 등록저장 

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등록저장소 설계 시점에 

등록저장소 관리자가 등록저장소 내에서 지원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현 프레임워크들과 등록 대 

상이 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구성요소들과 이 

들의 관계를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활용하여 등록 

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등록된 내용을 기초로 추 

후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를 등록하는 사 

용자들은 구성요소 단위의 재활용, 검색, 브라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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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등록저장소 설계 시점 

등록 객체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록 시점 객체의 

구분은 등록 대상의 확장가능성과 유연성을 제공 

한다. 즉, 등록저장소의 목적에 따라서 등록저장소 

설계자가 지원되는 표현 프레임워크들과 등록 대 

상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성요소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현 프레임워크의 

수용

본 연구에서 제시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는 개체- 

관계%의 보편화된 데이터 모델링 프레임워크 

에 기반하고 있어서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 

현 프레임워크의 수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XML 기반의 B2B 비 

즈니스 프로세스 표현 프레임워크인 ebXML 

BPS鴻와 WSBPEL의 예제만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로는 도식적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현 프레임워크 

인 BPMN과 UMM으로 생성된 워크시트들을 등 

록저장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활용 방안 

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이 되었다[1]. 따라서 제 

시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통해서 XML 기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현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도식적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현 프레임워크도 지 

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타 프레임워크 내 등록저장된 구성요소간의 

연관성의 지원

동일 표현 프레임워크 내의 구성요소들간의 관 

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3장의 ebXML BPS泌와 

WSBPEL 예제에서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ebXML BPS澀의 구성요소인 비즈니스 협업과 비 

즈니스 트랜잭션간에는 'BCUsesBT' 라는 관계 유 

형을 통해서 이들간의 관계가 등록저장소 내에서 

관리된다. 하지만 관계 유형 (Rela&nT如由 클래스 

의 활용은 동일 프레임워크 내로 한정되지는 않는 

다. 이것은 다른 표현 프레임워크로 표현된 구성요 

소들간의 관계도 등록하여 관리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 

한 ebXML BPSS 표현과 BPMN의 도식적 표현이 

존재하고 이들간에 “isEqua叩0” 관계를 관리하고자 

한다면, 이 관계 유형을 등록저장소 설계 시점에 

생성함으로써 관리가 가능하다.

(6) 메타데이터 스키마 기반의 등록저장소 구현

제시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기반으로 등록저장 

소를 구현하는 방안으로는, 제시된 메타데이터 스 

키마를 기초로 등록저장소의 기능을 하나하나 개 

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되는 방안으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다. 이보다는 기존의 등록저장소 정보 모델인 

ebRIM이나 UDDI를 기초로 흐]•예&10], 본 연구에 

서 제시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이들 정보 모델에 

매핑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즉, 

제시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이들 정보 모델로 매 

핑하여, 이들 정보 모델을 지원하는 기개발된 등록 

저장소 시스템들을 활용하여 구현하는 것이 더 효 

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연장선 상에서 ebRIM으로 매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 실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등록저 

장소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는 스키마의 매핑뿐 

만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용을 입력 받아, 

이를 매핑 규칙에 따라서 변환하여 저장하는 기능 

의 추가적인 구현이 필요하다. 또한, 제시된 메타 

데 이터 스키마를 통한 질의 (queiy)를 내부 저장 정 

보 모델에 대한 질의 집합으로 재구성하여 질의를 

수행하고 이 질의의 결과를 다시 제시된 메타데이 

터 스키마에 맞추어 전환하여 제시하는 기능의 구 

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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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록저장 편의성의 제공

본 연구에서 제시된 메타데이터 등록저장소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구성요소 수준에서 재활용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만일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록 시에 각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비즈니스 프로 

세스 등록자가 등록해야 한다면, 제시된 메타데이 

터 스키마의 유용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ebXML BPSS나 WSBPEL로 표현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경우는 XML 기반이E로 이 

들 구성요소의 자동적 인 추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등록저장소 시스템 내에 

이들을 추출하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BPMN과 같은 도식적 비즈니 

스 프로세스 표현 프레임워크의 경우는 자동적인 

구성요소의 추출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표현된 기 

업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B2B 등록저장소에 등 

록하고 검색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제시 

하였다. 메타데이터 스키마는 등록저장소 설계 시 

점 생성 객체와 개별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록 시 

에 생성 객체를 포함한다. 제안한 메타데 이터 스키 

마는 특정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현 프레임워크에 

독립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재활용의 수준을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더욱 상세화하여 비 

즈니스 프로세스의 주요 구성 요소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제안된 메타데이터 스키마 

가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현 방안들을 지원 

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우I해서, 대표적인 XML 

기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현 언어인 ebXML 

BPS澀과 WSBPEL로 표현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예 

제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추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된 메 

타 모델을 근간으로 실제로 작동하는 B2B 비즈니 

스 프로세스 등록저장소를 구현하여 관련 종사자 

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재활용 수준을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 

스가 아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구성요 

소들로 상세화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로부터 자동적으로 구성요소들을 추출하여 등 

록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둘째로 실제 등록저장소 

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저장소 내에 다 

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이 축적되는 것이 필수 

적인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 방안의 도출과 실 

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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