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JICS) 2018. June.: 19(3): 25-33  25

정보제어넷 기반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

A Cloud Workflow Model Based on the Information Control Net

순 카 이1 안 현2 김 광 훈2*

Kai Sun Hyun Ahn Kwanghoon Pio Kim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엔터프라이즈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반드

시 수반되어야 하는 워크플로우 모델링 방법론으로서 정보제어넷 기반 클라우드 워크플로우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클라우드 서비스 배치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워크플로우 아키텍처, 즉 조직 수준 클라우드 배치모델, 커뮤니티 수준 

클라우드 배치모델, 공적 수준 클라우드 배치모델, 혼합형 클라우드 배치모델 등으로 분류되는 클라우드 배치모델에 따른 클라우드 

워크플로우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모델은 전통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워크플로우의 대표적인 정형적 모델링 

기법인 정보제어넷 모델링 방법론을 클라우드 배치모델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확장시킨 수학적 그래프 모델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

에서는 제안된 정보제어넷 기반 클라우드 워크플로우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워크플로우 아키텍처와 그에 따른 클라우드 

워크플로우 서비스를 설계함으로써 제안된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한다.

☞ 주제어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워크플로우 모델, 정보제어넷 모델링 방법론, 클라우드 서비스 배치모델, 클라우드 워크플로우 

아키텍처, 클라우드 워크플로우 서비스, 실시간 엔터프라이즈 워크플로우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cloud workflow model theoretically supported by the information control net modeling methodology as a 

cloud workflow modeling methodology that is mandatory in implementing realtime enterprise workflow management systems running 

with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The eventual goal of the cloud workflow model proposed in this paper is to support those cloud 

workflow architectures reflecting the types of cloud deployment models such as private, community, public, and hybrid cloud 

deployment models. Moreover, the proposed model is a mathematical graph model that is extended from the information control net 

modeling methodology used in conventional enterprise workflow modeling, and it aims to theoretically couple this methodology with 

the cloud deployment models. Finally, this paper tries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odel by building a possible cloud 

workflow architecture and its cloud workflow services on a realtime enterpeise cloud workflow management system. 

☞ keyword :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workflow models, information control nets, cloud service deployment models, cloud 

workflow architectures, cloud workflow services

1. 서   론

엔터 라이즈 클라우드 워크 로우 서비스는 엔터 라

이즈 워크 로우 기술과 웹 서비스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  기술의 융합을 통한 엔터 라이즈 클라우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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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 리 시스템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즉, 최근에 연

구개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실시간 엔터 라이즈 워

크 로우 (realtime enterprise workflows) 분야와 과학기술 

워크 로우 (scientific workflows) 분야의 핵심 기반 기술인 

워크 로우 리 시스템은 해당 워크 로우를 모델링하는 

빌드타임 시스템과 모델링된 워크 로우 모델을 실행시키

는 런타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엔터 라이즈 빅 데이터나 과학  

공학 분야의 빅 데이터에 한 차  태스크 생성과 분

석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워크 로우 기술은 로세

스 기반의 기업정보시스템과 로세스 기반의 과학  공

학 데이터 리 시스템을 구 하기 한 차세  컴퓨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성능의 컴퓨  장비와 

고속 인터넷 그리고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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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컴퓨  기술은 기존의 엔터 라이즈 워크 로우( 는 

비즈니스 로세스) 리 시스템을 형 실시간 엔터

라이즈 워크 로우 리 시스템으로 발 시키는데 있어서 

핵심 인 분산처리 인 라 기술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궁극  목 은 클라우드 컴퓨   분산처리 기술을 엔터

라이즈 워크 로우 시스템 자체의 실행환경 뿐만 아니

라 응용 로그램 실행환경을 한 컴퓨  인 라로 활용

함으로써 차세  로세스 기반 기업정보시스템인 엔터

라이즈 클라우드 워크 로우 리 시스템의 구 과 그 응

용 범 의 확장을 도모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엔터 라이즈 클라우드 워크 로

우 리 시스템 구 의 이론  바탕이 되는 정보제어넷 

(Information Control Nets [1]) 기반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을 제안한다. 통 으로 엔터 라이즈 워크 로우 

는 비즈니스 로세스에 한 표 인 수학  모델링 

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보제어넷에 한 개념  확

장을 통하여 클라우드 배치 모델, 즉 조직 (private) 수  

클라우드 배치모델, 커뮤니티 (community) 수  클라우드 

배치모델, 공  (public) 수  클라우드 배치모델, 혼합형 

(hybrid) 클라우드 배치모델로 분류되는 클라우드 배치모

델을 워크 로우 모델링 시 에 명시 으로 반 할 수 있

도록 한 것이 제안하는 모델의 개념  핵심내용이다. 결과

으로, 정보제어넷 기반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은 엔

터 라이즈 클라우드 워크 로우 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빌드타임 서 시스템과 런타임 서 시스템을 설계  구

하는데 이론  기반이 된다. 즉, 클라우드 배치 모델과 

연계된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

델의 실행 엔진을 구 하는 설계개념인 클라우드 워크

로우 아키텍처 뿐만 아니라 해당 모델을 구성하는 단 업

무들의 응용 로그램 실행 컴퓨  환경에 반 시킬 수 

있는 이론  기반으로서 정보제어넷 기반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 장에서

는 클라우드 워크 로우 기술, 특히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링 방법들에 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한 기여내

용을 소개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과의 차이와 연

구 범 에 해서 기술한다. 제 3 장에서는 클라우드 워크

로우 메타-모델을 제안함으로써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을 구성하는 핵심 개체 유형들과 이들 간의 계를 

정의한다. 제 4 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 내용인 정보제어

넷 기반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의 정형  정의를 제안

한다. 끝으로, 제 5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

에 해서 설명한다.

2. 련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정보제어넷 기반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과 직�간 으로 연 되어 지 까지 수행되

어 온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수행

되어 왔는데,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과 클라우드 워크

로우 아키텍처 그리고 클라우드 워크 로우 서비스에 

한 연구가 그것이다. 클라우드 워크 로우 아키텍처에 

한 연구는 클라우드나 그리드 컴퓨  환경과 통 인 

엔터 라이즈 워크 로우 리 시스템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엔터 라이즈 워크 로우 시스템 아키텍처

와 이를 한 임워크 개발을 심으로 수행되어 왔고,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은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의 

로세스 기반 태스크들의 상호작용 모델링을 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연구결과들 에서 

표 이고 요한 연구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먼 , 클라우드 컴퓨  환경과 엔터 라이즈 워크 로

우 기술의 융합과 클라우드 워크 로우 아키텍처에 한 

연구결과로서, Huang [2] 의 연구에서는 통 인 엔터

라이즈 정보 시스템에서 추구하는 최신 정보기술의 용

이슈와 정보인 라의 성능향상 이슈를 동시에 개선하기 

한 근방법으로 클라우드 컴퓨  기반의 워크 로우 

리 시스템을 제안하 으며, 이를 통해 비용 감이라는 

핵심 인 잇 을 달성함과 동시에 엔터 라이즈의 비즈니

스 로세스 실행의 균형있는 조화와 최 화 그리고 유연

성이 향상된 변화 리라는 추가 인 잇 을 달성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Liu [5]의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구

을 한 근방법으로 클라우드 컴퓨  유틸리티를 기

반으로 하는 워크 로우 응용 로그램의 실행 환경을 제

공함으로써 궁극 으로 스마트-시티를 특징지우는 빅 데

이터와 형 과학기술 실험데이터에 한 분산  병렬

처리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특히, 이 연구에서

는 스마트-시티를 효율 으로 지원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  기반 워크 로우 아키텍처의 유형들과 성능 심의 

분류기 을 제시하 다. Liu [6] 의 연구에서는 그 연구결

과를 특별이슈를 통한 시리즈 서를 통해 발표하면서 클

라우드 워크 로우 시스템의 기술  배경에서부터 아키텍

처, 국제표 참조모델에 따른 기능  구조, 서비스 품질, 

그리고 SwinDeW-C 클라우드 워크 로우 시스템을 통한 

사례연구에 이르기까지 체계 인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특히, Aneka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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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워크 로우 아키텍처를 제안함으로써 클라우드 아키텍

처를 구성하는 기능  계층, 즉 응용계층, 랫폼계층, 통

합자원계층, 네트워크계층과 그에 응하는 클라우드 워

크 로우 아키텍처의 기능  계층들과의 개념  합성을 

제시하 다. Pandey [8] 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워크 로우 

응용 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규모의 확장성 문제와 온디

멘드 형태의 서비스 요구에 한 해결방안으로 클라우드 

컴퓨  패러다임을 용한 워크 로우 엔진 아키텍처를 

설계하 다. 특히, 이 연구에서 설계한 클라우드 워크 로

우 엔진 아키텍처는 러그인 방식의 워크 로우 자원 연

결 기능을 웹 서비스 환경과 Gridbus Broker와 Globus 툴킷

과 같은 그리드 컴퓨  환경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규모의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응용 리 기능 뿐만 아니라 클

라우드 컴퓨  환경과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과 련된 연구결과로서, 

Naghibzadeh [7] 의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 

실행되는 워크 로우 기반의 복합형 계산업무 스 쥴링과 

계산 업무들간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기 한 일명 TIPG 

(task interaction-precedence graph) 모델을 제안하 다. 즉, 

형 인 워크 로우 모델은 비순환 방향성 그래  

(DAG: Directed Acyclic Graph)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그래

 모델이고, 이러한 그래  모델은 클라우드 워크 로우

를 실행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계산 업무들간의 직�

간 인 상호작용에 한 모델링 기능을 지원하지 못한

다는 근본 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

본 인 한계를 극복하고 클라우드 워크 로우가 갖는 특

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델링 방법으로서 기존의 TIG 

(task interaction graph) 기법을 확장시킨 TIPG 모델링 기법

을 제안하 다. 자의 주장에 의하면, TIPG 모델링 기법

은 클라우드 워크 로우를 구성하는 계산 업무들간의 상

호작용 모델링 뿐만 아니라 통신 모델링, 그리고 선행 계 

(precedence) 모델링을 포함하므로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링에 합한 기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Zhou [9] 의 연

구에서는 Aneka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클라우드 워크 로우 엔진 아키텍처를 설계  구 하

고, 그의 모델링 기법으로는 페트리넷 (petri-net) 기반의 모

델링 기법을 용하 다. 특히, 기존의 제어흐름 심의 

페트리넷을 확장하여, 데이터흐름과 자원흐름을 포함하여 

클라우드 워크 로우를 모델링하기 한 3DWFN (three- 

dimension workflow net) 모델을 제안하 다. 

위와 같이 클라우드 워크플로우 모델과 아키텍처 그리

고 시스템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주요 연구

결과에 한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 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연구주제인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로서 용가능할 수 의 이론  합리성과 구

체성을 만족할 수 으로 제안된 연구내용을 발견할 수 없

었다. 특히, 통 인 워크 로우 기술 역에서 표 인 

워크 로우 모델링 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정보제어넷 

모델링 방법론의 이론  확장을 통해 클라우드 워크 로

우 아키텍처와 모델링 기법으로서 용가능한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은 본 논문에서 최 로 제안되는 것이며, 

결과 으로 본 논문의 기여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클라우드 워크 로우 메타-모델

본 장에서는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을 정의하는데 

필수 으로 요구되는 개체유형들의 집합과 그들간의 계

를 정의한 클라우드 워크 로우 메타-모델에 해서 설명

한다. 해당 메타-모델은 클라우드 워크 로우를 구성하는 

단 업무들과 그들의 물리  실 상인 응용 로그램의 

실행환경으로서 클라우드 배치모델을 반 하기 해 정보

제어넷 메타-모델을 확장한 것이다. 그림 1은 클라우드 워

크 로우 메타-모델을 나타내며, 이를 구성하는 개체유형

들의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 워크 로우 (cloud workflow): 클라우드 워크

로우는 액티비티라고 정의되는 단 업무들의 집합

과 이들간의 실행순서로 정의된다. 정의된 클라우드 

워크 로우는 단 업무들의 실행순서로 정의되는 제

어흐름과 함께 각 단 업무의 입출력 데이터들로 정

의되는 데이터흐름 그리고 각 단 업무의 실  객체

인 호출 로그램의 클라우드 컴퓨  실행환경인 클

라우드 배치모델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제어흐름은 

해당 클라우드 워크 로우를 구성하는 단 업무 들간

의 네 가지의 기본 인 제어흐름 유형, 즉 순차  

(sequential), 선택  (disjunctive), 병렬  (conjunctive), 

반복  (repetitive) 제어흐름 유형들의 조합으로 정의

된다.

(2) 액티비티 (activity): 클라우드 워크 로우를 구성하는 

기본 단 업무에 한 개념  용어이다. 액티비티의 

유형은 작업 (work) 액티비티, 블록 (block) 액티비티, 

서 로세스 (subprocess) 액티비티, 게이트웨이 

(gateway) 액티비티, 그리고 이벤트 (event) 액티비티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액티비티 유형들간에는 실행

시간에 따른 선후행 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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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라우드 워크 로우 메타-모델

(Figure 1) Cloud Workflow Meta-Model 

계는 앞서 기술한 기본 인 제어흐름 개체유형을 

통해 정의된다. 각 액티비티 유형에 한 속성은 다음

과 같다.

∙ 작업 액티비티 유형은 연 된 호출 로그램과 그

의 클라우드 배치모델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  환

경상에서 실행되는 단 업무를 의미하며, 정의되어

야 할 속성은 클라우드 배치 모델, 호출방식, 입출

력 연 데이터, 수행자 소속의 역할, 수행자 결정조

건, 실행 제한시간 등이 있을 수 있다.

∙ 블록 액티비티 유형은 일반 으로 반복순환실행을 

필요로 하는 일련의 액티비티들과 그들간의 선후

행 계로 정의되며, 출구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

복 으로 순환실행하게 된다. 

∙ 서 로세스 액티비티 유형은 해당 액티비티의 

실행이 호출 로그램이 아닌 다른 로세스의 실

행을 정의하는 액티비티이다. 즉, 서 로세스 액

티비티에 할당된 다른 로세스는 해당 로세스

의 서 로세스로 정의된다. 특히, 많은 수의 액티

비티가 연 되는 클라우드 워크 로우의 경우는 

리의 편리성으로 하여 다수의 서 로세스들

로 나 어 정의할 수도 있다.

∙ 게이트웨이 액티비티 유형은 클라우드 워크 로우

의 제어흐름 유형인 선택 . 병렬 , 반복  제어흐

름을 나타내는 액티비티 유형이다. 

∙ 이벤트 액티비티 유형은 클라우드 워크 로우의 

인스턴스들을 실행할 때 필요로 되거나 외사항

을 처리하기 해서 요구되는 다양한 유형의 이벤

트를 정의하는데 활용되며, 일반 액티비티와 연계

되어 정의될 수도 있다. 표 인 이벤트 액티비티

는 로세스의 시작 이벤트와 종료 이벤트, 타이머 

이벤트, 메시지 이벤트 등이 있다.

(3) 역할(role)과 수행자(actor): 역할과 수행자 개체유형은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를 한 조직정보를 정의하

는 핵심요소이다. 클라우드 워크 로우를 구성하는 작

업액티비티들에는 그의 실행을 담당하는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할 수행자를 할당해야 한다. 

(4) 연 데이터 (relevant data): 연 데이터 개체유형은 클

라우드 워크 로우 인스턴스의 실행시에 요구되는 각 

액티비티의 입출력 데이터를 의미한다. 특히, 연 데

이터 개체는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링 도구의 한 

구성요소로서 연 데이터 리 모듈에 등록되어야 하

며, 이 등록된 연 데이터 객체들은 해당 클라우드 워

크 로우를 구성하는 액티비티 수행에 요구되는 입출

력데이터와 워크 로우의 제어흐름을 결정짓는 천이

조건으로 사용된다. 

(5) 천이조건 (transition condition) : 클라우드 워크 로우

의 제어흐름에는 액티비티 실행순서를 제어하기 한 

천이조건들을 정의해야 한다. 이 천이조건들의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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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 데이터 개체들이며, 일반 으로 다양한 논리연

산자들을 통해 천이조건을 정의하게 된다.

(6) 호출 로그램 (invoked application): 해당 개체유형은 

특정 액티비티의 물리  구 을 의미하며, 호출 로

그램의 실행과 연계된 클라우드 컴퓨  환경, 즉 클라

우드 배치 모델이 용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행환

경이 정의되어야 한다. 한, 그 호출 로그램의 종류

에 따라서 클라우드 워크 로우 리 시스템의 특성

이 결정되게 된다. 즉, 호출 로그램이 일반 컴퓨터 

로그램이라면 통 인 워크 로우 리 시스템이

며, 웹서비스라면 웹서비스 기반 워크 로우 리 시

스템, 그리고 트랜잭션이라면 트랜잭션 워크 로우 

리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

(7) 클라우드 배치 모델 (cloud deployment model): 클라우

드 워크 로우의 핵심 인 특징은 워크 로우 엔진의 

실행환경으로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이용하는 경우

와 앞서 정의한 워크 로우 호출 로그램의 실행 환

경으로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이용하는 경우로 구

분된다. 즉, 자는 클라우드 워크 로우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워크 로우 

엔진을 구 하는데 있어서 핵심기능과 구 요소들의 

실행에 클라우드 배치 모델을 연계하는 것이고, 후자

는 클라우드 워크 로우의 응용 로그램들을 구 하

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해당 호출 로그램의 실행에 

클라우드 배치 모델을 연계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은 이상의 두 가

지 경우 모두에 용될 수 있도록 각 액티비티 개체유

형에 클라우드 배치 모델을 명시 으로 정의하도록 

설계하 다. 본 논문의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에 

연계될 수 있는 클라우드 배치 모델로서 표 인 조

직 수 , 커뮤니티 수 , 공  수 , 혼합형 클라우드 

배치 모델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공  수  클라우드 배치 모델: 일명 public cloud 

deployment model [10] 이라고 하며, 클라우드 컴퓨

 환경으로서 가장 일반 인 클라우드 배치 모델

이다. 이 모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구성

하는 물리 인 모든 자원들의 소유와 운용 권한이 

제3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 자에게 주어진다. 그 

공 자는 공공의 인터넷 환경을 통해 클라우드 컴

퓨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는 

조직들로 구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클라이언트들에

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배치 모델은 최

 수 의 경제 �기술  부담으로 최고 수 의 비

용 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한 클라우

드 배치 모델이다.

∙ 조직 수  클라우드 배치 모델: 일명 private cloud 

deployment model [10] 이라고 하며, 특정 조직 용

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클라우드 배

치 모델이다. 이 모델의 주요 용 목 은 비용 감

의 목 보다는 조직에 속한 데이터센터의 솔루션 

가상화와 분산된 정보기술서비스의 합병에 을 

두고 있다. 한, 조직 수  클라우드 배치 모델의 

주요 잇 은 조직자체가 자신이 리하고 운 하

는 조직데이터, 정보보호가이드라인, 시스템성능 

등에 한 충분한 수 의 자체제어와 조정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다. 특히, 정보보호 에서

는 매우 탁월한 수 의 가치가 보장될 수 있다는 

에서 많은 조직들이 심을 갖고 도입을 고려하

고 있다.

∙ 커뮤니티 수  클라우드 배치 모델: 일명 community 

cloud deployment model [10] 이라고 하며, 여러 조

직들에 의해 공유된다는 에서는 공  수  클라

우드 배치모델과 비슷하지만 같은 공통의 심사

로 연결되는 일련의 조직 그룹에 속한 고객들로 구

성되는 특정 커뮤니티에 의해서만 배타 으로 

용되는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의미한다. 이 모델

은 해당 커뮤니티나 제3자 그룹 는 이들의 조합

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조직들에 의해서 소유되고 

리되고 운용된다. 한 이 모델에서는 커뮤니티

를 구성하는 멤버 조직들과 그들의 자원들간의 상

호운용성과 회원 리를 포함한 용해야하는 규칙

들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마련되어어 있어야 한다.

∙ 혼합형 클라우드 배치 모델: 일명 hybrid cloud 

deployment model [10] 이라고 하며, 두 가지 이상의 

클라우드 배치 모델이 혼합된 형태의 모델이다. 혼

합형 클라우드 배치 모델을 구성하는 클라우드 컴

퓨  환경들은 그들간의 작업부하 균등화를 한 

데이터와 응용 로그램의 자유로운 이 을 가능

하게 하는 표  는 용사용권 기술을 함께 공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모델은 가장 복잡하고 

리하기 힘든 형상을 갖는 모델인데 반하여 경제

인 측면에서 가장 유용한 모델이라서 최근의 많

은 조직들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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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

앞서 기술한 클라우드 워크플로우 메타-모델을 기반으

로 하는 클라우드 워크플로우 모델은 정보제어넷의 확장

으로 통해 정의 될 수 있다. 즉, 제안 모델은 그림 1의 클

라우드 워크플로우 메타-모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개체

유형들과 그들간의 핵심 관계유형들에 대한 정형적 표기

와 그래픽적 표기를 통해 정의된다. 다음은 전통적인 정

보제어넷 기반 워크플로우 모델 [1] 을 정의하기 위한 핵

심 관계유형들이다.

∙액티비티들간의 제어흐름 계유형

∙액티비티들간의 입�출력 데이터 흐름 계유형

∙액티비티들과 역할/수행자 사이의 연  계유형

∙액티비티들과 클라우드/호출 로그램 사이의 연  

계유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은 

와 같은 통  정보제어넷 기반 워크 로우 모델의 

핵심 계유형들에서 확장되어, 클라우드 의 계유

형 (클라우드와 호출 로그램간 할당 계) 이 추가된 

모델이다.

4.1 클라우드  호출 로그램 계유형

앞서 정의했듯이, 정보제어넷 기반 클라우드 워크 로

우 모델은 일련의 액티비티들로 구성되고, 각각의 액티비

티는 해당 워크 로우를 구성하는 단 업무의 개념  정

의를 의미하며, 각 액티비티에 할당된 클라우드 배치 모델, 

즉 클라우드 컴퓨  환경과 그의 호출 로그램은 해당 액

티비티의 물리  구 을 의미한다. 결과 으로, 각 액티비

티에 할당될 수 있는 클라우드 배치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 

클라우드 워크 로우 리 시스템의 특성이 결정되게 된

다. 즉, 클라우드 워크 로우 엔진에 러그인 되어 해당 

액티비티의 물리  실행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  

환경이 조직 수  클라우드 배치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면 

해당 엔터 라이즈 는 조직에 배타 으로 용되는 엔

터 라이즈 클라우드 워크 로우 리 시스템이며, 웹서비

스 기반의 공  수  클라우드 배치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면 공  클라우드 워크 로우 리 시스템, 커뮤니티 클라

우드 배치 모델이라면 커뮤니티 클라우드 워크 로우 

리 시스템, 혼합형 클라우드 배치 모델이라면 혼합형 클라

우드 워크 로우 리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그림 2) 클라우드/호출 로그램 계유형 기본구조

(Figure 2) The Basic Structure of Cloud/Invoked_ 

application Associative Relationships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의 액티비티에 한 클라우

드 배치 모델과 그의 호출 로그램의 할당을 정의하기 

한 그래픽  표기법과 정형  표기법은 각각 그림 2와 

정의 1과 같다. 특히, 호출 로그램의 개체유형은 일반

인 컴퓨터 응용 로그램, 트랜잭션, 웹서비스, 스크립트 

호출 로그램 등으로 구분된다.

[정의 1] 클라우드  호출 로그램 계유형

    ΓIA = [ function(ω, π), set(A, C, I) ]

1) 집합: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의 구성개체집합

� 액티비티들의 집합, A = {α1, ..., αn};

    - α1, ..., αn : 작업액티비티 

� 클라우드 컴퓨  환경들의 집합, C = {c1. ..., ck};

� 호출 로그램들의 집합, I = {p1, ..., pm};

2) 함수: 

  - 클라우드 할당 함수, ⨍: ω = ωc ∪ ωα

  - 호출 로그램 할당 함수, ⨍: π = πp ∪ πc

� (⨍: ωc) A ↠ C로 정의되는 단일값 매핑함수로서 

어느 특정 액티비티, α와 그의 클라우드 배치 모델

과의 매핑을 정의한 함수이다. 

� (⨍: ωα) C ↠ Ϭ(A)로 정의되는 다 값 매핑함수

로서 어느 특정 클라우드 배치 모델(c)과 그에 할당

되어 있는 액티비티 집합과의 매핑을 정의한 함수

이다.

� (⨍: πp)  C ↠ Ϭ(I)로 정의되는 다 값 매핑함수

로서 어느 특정 클라우드 배치 모델(c)과 그의 실행 

호출 로그램들과의 매핑을 정의한 함수이다. 

� (⨍: πc) I ↠ Ϭ(C)로 정의되는 다 값 매핑함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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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보제어넷기반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 

(Figure 3) An Imaginary Example of the ICN-based Cloud 

Workflow Model

서 어느 특정 호출 로그램(p)과 그의 실행환경으

로 할당되어 있는 클라우드 배치 모델들과의 매핑

을 정의한 함수이다.

(1) 클라우드 할당 함수: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의 

정형  정의에서 클라우드 할당 함수의 의미는 해

당 액티비티와 그의 실행환경인 클라우드 배치모

델과의 매핑 계를 집합의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

다. 즉, 이 함수는 어느 특정 액티비티(α)의 실행 

클라우드 컴퓨티 환경(c), 즉 네 가지 유형의 클라

우드 배치 모델들 의 하나로 구성된 특정 클라우

드 컴퓨  환경(c)을 리턴 값으로 제공하는 함수와 

어느 특정 클라우드 컴퓨  환경(c)에 할당된 액티

비티들의 집합을 리턴 값으로 제공하는 함수로 구

성된다. 

(2) 호출 로그램 할당 함수: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

델의 정형  정의에서 호출 로그램 할당 함수의 

의미는 해당 클라우드 컴퓨  환경과 그에 할당된 

호출 로그램들과의 매핑 계를 집합의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다. 즉, 이 함수는 어느 특정 클라우드 

컴퓨  환경(c)에 할당된 호출 로그램들을 리턴 

값으로 제공하는 함수와 어느 특정 호출 로그램

(p)의 실행을 해 할당된 클라우드 컴퓨  환경들

의 집합을 리턴 값으로 제공하는 함수로 구성된다.

4.2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 제

지 까지 기술된 클라우드 워크 로우 메타-모델의 구

성개체유형들과 그들간의 연 계유형들에 한 정형  

정의와 그래픽표기법을 기반으로 설계한 가상의 정보제

어넷기반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을 그림 3에 나타내었

다. 이 가상의 모델은 두 개의 이밴트 액티비티 개체 

(Start, End), 여섯 개의 작업액티비티 개체 (αA,αB,αC,α

D,αEαF), 두 가지 유형의 게이트웨이 액티비티 개체 (OR 

split/join, AND split/join), 세 개의 역할 개체 (R-X, R-Y, 

R-Z), 다섯 명의 업무수행자 개체 (JOE, LISA, JACK, 

SHAWN, MATTEW), 두 개의 연 데이터 개체 (σ1,σ2), 세 

가지 유형, 즉 조직 수 , 공공수 , 커뮤니티 수  클라우

드 배치모델의 클라우드 컴퓨  환경 (c1, c2, c3), 여섯 개

의 호출 로그램(θA,θB,θC,θD,θE,θF)으로 구성된다. 

특히, 각 작업액티비티 개체의 실제  실행환경인 클라우

드 컴퓨  환경의 할당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좀 더 명확

하게 기술하자면,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각 액티비티에 할당되는 클라우드 컴퓨  환경

의 정의는 클라우드 배치 모델의 유형을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당 작업액티비티의 실행은 연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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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실행으로 실 되는데, 이 연  호출 로그램의 

실행을 한 클라우드 컴퓨  환경의 구성은 모델 설계시

에 해당 클라우드 배치 모델 유형으로 정의되고, 해당 모

델의 인스턴스 실행시에는 정의된 클라우드 배치 모델 유

형으로 구축된 특정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할당받는 것

을 의미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엔터 라이즈 워크 로우 리 시스템을 구 하

기 한 이론  모델링 방법론으로서 정보제어넷 기반 클

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을 제안하 다. 한, 이를 한 

메타모델과 함께 그의 필수  구성개체 유형들에 한 정

형  모델과 그래픽  표기법을 정의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클라우드 워크 로우 모델은 표 인 수학  워

크 로우 모델링 방법론인 정보제어넷 이론에 클라우드 

배치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명시

으로 반 하여 확장시킨 형태의 모델이다.  결론 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궁극 으로 엔터 라이즈 

워크 로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클라우드 워크 로

우 아키텍처의 설계에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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