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KEEE.Vol.17,No.3,332∼338,September 2013

http://dx.doi.org/10.7471/ikeee.2013.17.3.332

112

(332)

BPEL 규칙 모델링을 위한

규칙 기반 BPEL 시스템 설계와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Rule-based BPEL System for BPEL Rule Modeling

곽 동 규*, 최 재 영*
★   

Donggyu Kwak
*
, Jaeyoung Choi

*★

Abstract

BPEL is a standard executable language for specifying actions within business processes with Web services.

BPEL workflow requires rule engine to describe application process in BPEL, as the requirements increase. It

is needed to develop new BPEL’s engine or modify BPEL’s engine in order to add the functionality of rules to

BPEL engines, but this method is not easy to implement and it requires very high cost. In this paper, we

present an R4BPEL document, which uses the original BPEL grammar and includes a rule document. With

this method, it is possible to build rule-based BPEL environment easily by adding web services with rules

and R4BPEL document analyzer to the general-purpose Web services. In this paper, we campared a BPEL’s

document in proposed system with a BPEL’s document in the existing system. And we demonstrated the

simplicity of the rule-based system.

요 약

BPEL은 작업의 순서를 기술하는 워크플로우의 표준으로서,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 컴퓨팅 환경의 많

은 응용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BPEL의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면서 규칙기반의 엔진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BPEL 문법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규칙을 추가하기 위해 규칙을 기술할 수 있는 R4BPEL 문서를 제안하고 규칙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BPEL에 규칙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BPEL 엔진에 규칙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BPEL 엔진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수정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많은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의 범용 BPEL 시스템에 규칙 웹 서비스와 R4BPEL 문서 분석기를 추가하여 손쉽게 규칙 기반의 BPEL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에서의 BPEL 문서와 기존 방식의 BPEL 문서를 비교하여 제안하

는 시스템의 규칙 기반 BPEL 문서가 단순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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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워크플로우는 작업 절차를 통한 정보 또는 업무의 흐

름이며, 워크플로우 시스템은 이를 적용한 시스템이

다[1]. 워크플로우 시스템에서는 워크플로우 언어를

사용하여 작업의 흐름을 기술한다. 워크플로우 언어

중 BPEL (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2]

은 OASIS (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3]의 표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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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프로세스의 흐름을 작성할 수

있는 XML 기반의 언어이다. BPEL은 XML 변수와

웹 서비스 호출, 조건 분기, 루프, 그리고 비동기식 병

렬 실행을 지원한다. 사용자는 이와 같은 BPEL의 기

능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흐름을 기술한

다.

하지만 BPEL이 제공하는 워크플로우만으로는 복합

적인 비즈니스 규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조

건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조건이 복잡할수록 기술하

기 어렵고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동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복잡한 조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규

칙을 사용할 수 있다[4]. 규칙은 조건이 충족할 경우

의 실행을 식별자로 추상화시킨다. 하지만 BPEL은

규칙을 제공하지 않는다. 규칙은 복잡하고 복합적인

조건을 단순화하고 조건이 충족할 때에 실행할 수 있

는 동작을 기술하여 비즈니스 규칙을 손쉽게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BPEL 엔진에 규칙 기능을 추가하기 위

해서는 BPEL 문법을 확장하여 규칙 기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확장 문법을 처리하는 BPEL 엔진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기존의 BPEL 엔진을 수정해야 한

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많은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BPEL 엔진을 수정하지 않고 규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BPEL의 흐름을 인터셉트하여 규칙을 적용한다.

BPEL의 흐름을 인터셉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

다. 첫 번째는 웹 서비스의 호출을 인터셉트하는 방

법이고 두 번째는 BPEL의 흐름을 인터셉트하는 방법

이다. 웹 서비스의 호출을 인터셉트하는 방법은

Florian Rosenberg의 연구가 있다[5]. BPEL은

“invoke”를 이용하여 웹 서비스로 프로세스를 호출한

다. Rosenberg는 invoke의 이전과 이후에 적용할 규

칙을 기술하고 이를 처리하는 규칙 엔진을 제안하였

다. 하지만 규칙으로 생성된 값을 BPEL의 분기나 다

른 서비스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규칙 기능

을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였다. 그리고 BPEL

의 흐름을 인터셉트하는 방법으로는 AspectJ[6]를 이

용하는 R4BPEL[7]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손쉽게

BPEL 흐름에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R4BPEL 문서를

제안하고 이를 처리하는 엔진을 구현하였다. 이 엔진

은 BPEL 엔진 중 하나인 B2J (BPEL to JAVA) 엔

진[8]을 사용하는데, B2J 엔진은 BPEL 문서를 JAVA

프로그램으로 변환하고 실행한다. 또한 AspectJ는

JAVA에 관점지향 프로그래밍 기법[9]을 적용한 언어

이다. AspectJ는 직조(weaving)를 이용하여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기능을 추

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B2J 엔진을 제외한

다른 BPEL 엔진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은 규칙을 BPEL 흐름에 손쉽게 적용하고

다양한 범용 BPEL 엔진을 제사용하기 위해 R4BPEL

문서를 처리하는 규칙 웹 서비스 기반의 R4BPEL 엔

진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규칙을 추상적으

로 사용하기 위해 BPEL 문법을 확장한 R4BPEL 문

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규칙을 처리하기 위해 JAVA

기반의 규칙 엔진을 사용하는데, 범용 BPEL은 JAVA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BPEL 엔진에서 규칙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

칙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R4BPEL 문서로 작성된 규

칙을 인자로 규칙 웹 서비스에 전송될 수 있도록 범

용 BPEL 엔진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보인다. 규

칙 웹 서비스를 이용한 방법은 기존의 워크플로우 시

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규칙 웹 서비스와 문법 변

환기만을 추가하여 규칙을 워크플로우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규칙 엔진으로 Drools[10]를 이용한다.

Drools는 JBoss에서 개발한 엔진으로 이클립스 플러

그인 형태로 되어 있고 전용 편집기와 XML 기반의

규칙문서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실험에서 규칙을 이용한 BPEL 문서가

기존의 BPEL 문서에 비해 단순함을 보인다.

본 논문은 2장에서 관련 연구를 보이고, 3장에서

규칙 문서의 구조에 관해 설명한다. 4장에서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를, 5장에서 간단한 실

험과 각 시스템을 비교한 후,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연구

1. Model-based Verification of BPEL

Fig. 1. Type of BPEL business’s Rule

그림 1. BPEL 비즈니스 규칙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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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EL은 비즈니스 작업의 흐름을 기술하고 조건에

따라 웹 서비스를 호출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

공한다. 하지만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면서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BPEL 문서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Cao는 BPEL로 작성된 비즈니스 로직을 검증할 필요

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BPEL 비즈니스 규칙의 종

류를 7 가지로 구분하였다[11]. 그림 1은 Cao 연구자

가 제안한 BPEL 비즈니스 규칙의 종류를 보인다.

워크플로우의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면서 BPEL 문서

의 복잡도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PEL에

규칙을 적용하여 BPEL 문서의 복잡도를 줄인다. 본

논문에서는 Cao 연구자가 제안한 모델링 방법으로 실

험 시나리오를 모델링하고 이를 제안하는 시스템으로

변환하여 노드를 갯수를 비교하여 복잡도를 측정한

다.

2. BRIB (Business Rule Integration in BPEL)

Rosenberg는 BPEL에 규칙을 추가한 BRIB를 제안

하였다. Rosenberg는 BPEL 문법을 그대로 이용하면

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BPEL 엔진이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invoke”를 인터셉트하여 규칙 엔진을 호출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2는 BRIB에서의 웹 서

비스 호출 구조를 보인다.

Fig. 2. Rule Intercept Service of BRIB

그림 2. BRIB의 규칙 인터셉트 서비스

BRIB는 BPEL 문법을 수정하지 않고 규칙 맵을 통

해 BPEL 엔진에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규

칙 엔진의 호출이 “invoke”에만 국한되어 규칙에 비

교 대상을 invoke의 인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규

칙 엔진을 한정적으로 제한한다.

3. AOP를 이용한 규칙 기반 BPEL

BPEL은 워크플로우의 표준으로 다양한 응용에서

사용되고 있다. BPEL의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면서 규

칙 기반의 엔진이 요구되고 있다. R4BPEL은 BPEL

문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규칙을 추가하기 위해 제

안된 XML 기반 언어이다. 이 연구에서는 횡단관심사

를 모듈화한 관점지향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새롭게

추가된 규칙 기능을 추가한다. 그림 3은 관점지향 프

로그래밍 기법 기반의 R4BPEL 시스템의 구조를 보

이고 있다.

Fig. 3. System Structure of R4BPEL using

B2J based AOP

그림 3. R4BPEL using B2J based AOP의 시

스템 구조

관점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한 R4BPEL 시스

템은 직조(weaving)를 이용하여 BPEL 엔진을 수정

하지 않고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관점지

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B2J (BPEL

to JAVA) 엔진을 사용한다. B2J 엔진은 BPEL 엔진

중 하나로 BPEL 문서를 JAVA 프로그램으로 변환하

여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BPEL 문서의 요구사항을

실행한다. 이 시스템은 B2J 엔진이 변환한 JAVA 프

로그램에 직조될 규칙을 관점지향 프로그램으로 생성

하여 B2J 엔진을 수정하지 않고 규칙을 적용한다. 하

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B2J 엔진에만 적용

할 수 있어 기존에 B2J를 사용하지 않은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BPEL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

Ⅲ. 규칙문서
(Rule4BPE : Rule for BPEL)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규칙을 BPEL 문서

의 다양한 위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여, 규칙

이 생성한 결과를 분기에 사용하거나 서비스의 입력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4는 제안

하는 규칙이 적용된 워크플로우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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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hema of R4BPEL

그림 6. R4BPEL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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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orkflow using Rules

그림 4. 규칙이 사용된 워크플로우

규칙 엔진은 상태에 따라 동작을 정의하는 규칙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규칙 엔진 중에서 Drools는

JBoss에서 개발한 엔진으로 이클립스 플러그인 형태

로 되어 있고 전용 편집기도 제공하여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Drools는 전용 비즈니스 규칙 언어를

갖는다. 그림 5는 Drools가 제공하는 XML 기반의 규

칙 언어를 보이는 예제이다.

Fig. 5. Drools’s Rule Document-based XML

그림 5. Drools의 XML 기반 규칙 문서

그림 5는 간단한 규칙 문서의 예로서 규칙의 특징

을 보여준다. 규칙은 복잡한 조건과 조건에 합당할

경우의 실행을 결합하여 식별자 (Identifier)로 추상화

한다. 규칙을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제공

할 서비스를 독립적인 문서로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

을 제공하고 복잡한 조건을 단순화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서비스의 흐름을 기술하는 BPEL과 함께 규

칙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보

이는 규칙 문서는 Drools의 XML 기반 규칙 문서를

확장하여 정의한다. 그림 6은 규칙 문서인 R4BPEL의

스키마를 보인다.

그림 6과 같이 규칙 문서는 규칙을 기술하는 부분

(rules)와 규칙의 결합을 기술하는 부분 (apply-rule)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칙을 기술하는 부분은 Drools

에서 제공하는 XML 기반 규칙 문서를 사용하고, 규

칙 문서는 R4BPEL 문서 외부의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규칙 문서의 외부 참조는 서비스 모델링과 워

크플로우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규칙의 결

합을 기술하는 부분은 규칙이 BPEL 문서에 결합되어

야 할 위치와 규칙 적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술한다.

이렇게 작성된 문서는 Drools 규칙 문서로 변환되어

규칙 웹 서비스를 통해 실행된다.

Ⅳ. 시스템 구조

본 장에서는 3장에서 보인 R4BPEL 문서에 작성된

규칙이 BPEL 문서에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조를

보인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워크픞로우가 작성되어

있는 BPEL 문서와 규칙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모델링

한 규칙 문서를 입력으로 하는 워크플로우와 서비스

모델링을 제공한다.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실행 흐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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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ecution Flow of Propose System

그림 7. 제안하는 시스템의 실행 흐름

그림 7과 같이 제안하는 시스템은 Rule4BPEL 변환

기 (Rule4BPEL to BPEL Engine)와 BPEL 엔진

(BPEL Engine), 규칙 웹 서비스 (Rule Web Service)

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의 입력은 BPEL 문서와

R4BPEL 문서인데 BPEL 문서에는 작업의 흐름이 기

술되어 있고 R4BPEL에는 작업의 흐름간에 호출될

규칙이 기술되어 있다. BPEL 문서와 R4BPEL 문서

는 Rule4BPEL 변환기를 통해 BPEL 문서로 변환되

고 규칙은 변환된 BPEL 문서의 변수에 할당되어 규

칙 웹 서비스가 호출될때 인자로 전달되게 된다. 규

칙 웹 서비스는 전달받은 인자로 사용자에게 비즈니

스 규칙을 제공한다. 그림 8은 Rule4BPEL 변환기의

구조를 보인다.

Fig. 8. Structure of Rule4BPEL’s Translator

그림 8. Rule4BPEL 변환기 구조

본 시스템에서 Rule4BPEL 변환기는 XML 문서 변

환의 W3C 표준인 XSLT(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Transformations)[]를 사용한다. XSLT를

사용하면 XSL 문서만으로 기존의 XSLT 엔진을 사

용하여 문서의 변환을 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BPEL 실행 환경에 Rule4BPEL 변환기를 추

가하여 BPEL에 규칙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어 기

존의 시스템을 재사용할 수 있다.

Ⅴ. 실험 및 시스템 비교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사용 예제로서,

인사정보를 이용한 급여 시스템을 보인다. 실험에서

예로 사용하는 급여 시스템은 인사정보 데이터베이스

로부터 인사 정보를 받아 급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

는 급여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그림 9는 제

안하는 실험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Fig. 9. Structure of Payment System

그림 9. 급여 시스템 구조

그림 9에서 인사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기업의 인사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인사정보 서비스는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인사정보를 출력한다. 그리고 인사정보

에 따라 급여지급 규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규칙문서

인 R4BPEL에 작성되어 있고 규칙 서비스를 통해 적

용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BPEL 문서를 자바 프로

그램으로 변환하여 실행하는 BPEL을 이용하여 규칙

을 적용할 수 있다.

BPEL은 조건과 웹 서비스 실행을 제공하고 있어

다른 추가적인 기능이 없더라도 조건에 따른 실행을

기술할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조건에 따른 실행에

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문서를 작성하기 어

렵다. 복잡한 조건에 따른 실행을 이해하기 쉽게 작

성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지만

BPEL 문서에는 규칙을 제공하지 않아 BPEL에서 사

용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규칙을 위한 변

수를 직접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지 않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BPEL 문법을 확장하여

R4BPEL을 제안한다. 본 장에서는 5장 실험에서 보인

규칙 기반의 급여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두 가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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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현한 경우를 보인다. 표 1은 본 장에서 보이는

두 가지 시스템의 특징을 보인다.

Table 1. Comparison of System Feature

표 1. 시스템 특징의 비교

BPEL Rule based BPEL

Rule4BPEL 미사용 사용

Rule Service 미사용 사용

BPEL 사용 사용

표 1에서와 같이 본 장에서 비교하는 시스템은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BPEL 문서만을 이용한 경우

(BPEL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제안하는 규칙 기반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 (Rule based BPEL 시스템)를

보인다. 첫 번째 BPEL 시스템은 사용자가 직접

BPEL에서 제공하는 조건과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

든 조건에 따른 실행을 작성해야 한다. 그림 10은

BPEL 문서만을 이용한 시스템을 2장에서 보인 Cao

연구자의 모델링 방법으로 보인다.

Fig. 10. Payment System Model using BPEL Document

그림 10. BPEL 문서를 이용한 급여 시스템 모델

그림 10과 같이 BPEL 문서만을 이용하여 급여 시

스템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워크플로우에서 인사 정보

웹 서비스를 호출한 후 사용자에 직급에 따라 분기하

여 직급에 따른 급여를 결정한다. 그리고 시간 외 수

당을 연산한 후 급여 웹 서비스를 호출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 방법은 총 10개의 노드와 함께 직급의

개수 만큼의 노드가 필요하다. 그림 11은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규칙 문서를 이용한 시스템 모델을 보인

다.

Fig. 11. Payment System Model using R4BPEL Document

그림 11. R4BPEL 문서를 이용한 급여 시스템 모델링

그림 11과 같이 인사 웹 서비스를 호출한 후 규칙

문서를 통해 규칙이 적용된다. 규칙이 적용된 급여

정보는 급여 웹 서비스를 통해 실행되어 급여 정보에

저장된다. 이 방법은 8개의 노드가 사용되고 있으며

규칙을 다루기 위한 변수의 할당을 사용자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 표 2는 앞서 소개한 2 가지 경우를 비

교하고 있다.

Table 2. Comparison of System Modelling

표 2. 모델링 비교

BPEL Rule based BPEL

노드의 갯수 10 + α 8

조건 분기 있음 없음

규칙변수할당 없음 없음

표 2와 같이 세 가지 경우를 노드의 갯수와 조건

분기의 유무, 복잡한 규칙 변수 할당을 비교하면 제

안하는 시스템이 문서의 복잡한 정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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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BPEL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워크플로우의 표준으로서, XML 기반으로 하여

학습이 용이하여 다양한 응용에서 사용되고 있다.

BPEL은 조건을 처리할 수 있는 조건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조건의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기술하기 어렵고

이는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동작할 가능성을 높인

다.

본 논문은 BPEL에 규칙을 추가하기 위해 R4BPEL

문서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보인다. 일반적

으로 BPEL 엔진에 규칙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기존의 엔진을 수정해야한

다. 하지만 새로운 엔진의 개발이나 기존 엔진의 수

정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관점지향 프

로그래밍 기법과 B2J 엔진을 이용한 R4BPEL 시스템

은 BPEL 엔진 중 하나인 B2J 엔진을 수정하지 않고

관점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의 직조를 통해 규칙을 적

용한 시스템이 있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B2J 엔진

에만 적용할 수 있어 기존의 BPEL 환경에 바로 적용

하기 어렵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범용 BPEL 엔진을 사용

하는 환경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규칙 기반 BPEL

엔진이다. 본 연구에서는 규칙 엔진 중 하나인 Drools

를 이용하여 규칙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규칙이 기술

되어 있는 R4BPEL 문서를 웹 서비스의 인자로 전달

하여 규칙을 수행하도록 한다. 본 시스템은 기존의

BPEL 환경에 규칙 웹 서비스 추가와 R4BPEL 문서

처리기만을 도입하여 규칙 기능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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