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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지식 발견 알고리즘

A Workflow-based Affiliation Network Knowledge Discovery Algorithm

김  훈*

Kwanghoon Kim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지식의 발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즉, 워크 로우 인텔리 스 ( 는 비즈니스 로세스 

인텔리 스) 기술은 워크 로우 모델들과 그의 실행이력으로부터 일련의 지식을 발견, 분석, 모니터링  제어, 그리고 측하는 세

부기법들로 구성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워크 로우 모델을 구성하는 액티버티들과 그들의 수행자들간의 력네트워크 지식을 "워크
로우 력네크워크 지식"라고 정의하고, 그의 발견기법인 정보제어넷(ICN, information control net)기반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지식 발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특히, 제안한 알고리즘의 용 사례를 통해 특정 워크 로우 모델로부터 해당 워크 로우 력네트

워크 지식을 성공 으로 생성할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정확성  합성을 검증한다. 

ABSTRACT

This paper theoretically derives an algorithm to discover a new type of workflow-based knowledge from workflow models, which 

is termed workflow-based affiliation network knowledge. In general, workflow intelligence (or business process intelligence) technology 

consists of four types of techniques that discover, analyze, monitor and control, and predict  a series of workflow-based knowledge 

from workflow models and their execution histories. So, this paper proposes a knowledge discovery algorithm which is able to discover 

workflow-based affiliation networks that represent the association and participation relationships between activities and performers 

defined in ICN-based workflow models. In order particularly to prove the correctness and feasibility of the proposed algorithm, this 

paper tries to apply the algorithm to a specific workflow model and to show that it is able to derive its corresponding workflow-based 

affiliation network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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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더욱 더 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로세스 기반

의 정보기술의 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워크 로우  비피엠 시스템(이하 워크 로우 시스템)

의 각 산업부문별 용사례가 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워크 로우 기술의 용사례 증가와 함께 로세

스 기반 업무처리량  그에 따른 이력정보들이 늘어나

면서 멀지 않은 미래에 기존의 워크 로우  업무 로

세스들에 한 개선과 분석[6], 모니터링  제어[9], 

측을 가능하게 할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업무 로

세스 련 지식을 발견[16,18]하거나 마이닝(재발견)[2]할 

* 종신회원 : 경기 학교 일반 학원 컴퓨터과학과
             kwang@kgu.ac.kr
[2011/11/20 투고 - 2011/11/29 심사 - 2012/01/16 심사완료]
☆ 본 연구는 경기 학교 연구활동지원사업의 연구년 지원과제

(국내연구, 2010.09 ∼ 2011.02, 워크 로우 인텔리 스 분석 
기법 연구) 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수 있는 워크 로우 인텔리 스 기술[8]에 한 요구가 

속히 증가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측

면에서의 도 분야는 워크 로우 인텔리 스 기술을 이

용한 소셜  업무 로세스 련 지식의 발견  재발견 

기술이다. 워크 로우 모델과 일련의 워크 로우 모델들

의 그룹으로 정의되는 워크 로우 패키지로부터 워크

로우 로세스 련 지식을 발견해내는 기법을 워크 로

우 인텔리 스 발견기법[16]이라고 하며, 워크 로우 모

델들의 실행이력인 로그정보로부터 워크 로우 로세

스 련 지식을 발견해내는 기법을 워크 로우 인텔리

스 재발견기법[10]으로 정의되는데, 최근에 이러한 워크

로우 인텔리 스 발견  재발견 기법들에 한 연구

가 워크 로우 기술분야의 주요 연구이슈로 등장하고 있

다. 결과 으로, 량의 워크 로우  비즈니스 로세

스 모델과 그들의 실행 이력을 기반으로 한 워크 로우 

로세스 련 지식의 발견  재발견 알고리즘들과 이

를 한 임워크의 확보 유무는 워크 로우 리 시

스템과 비즈니스 로세스 리 시스템의 가치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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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워크 로우 인텔리 스 발견기법의 하

나로서 로세스기반 엔터 라이즈에서 워크 로우 

리 시스템의 빌드타임 클라이인트에 의해 정의된 워크

로우 모델에 할당된 업무수행자들간의 력네트워크 지

식(affiliation network knowledge)을 발견하기 한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지식 발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자의 연구그룹에서는 정보제어넷기반 워크 로우 인

텔리 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 발견  재발견 

임워크와 그와 연 된 일련의 알고리즘들과 인텔리

스 시스템 구 에 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는데, 본 논

문의 핵심내용은 그  정보제어넷기반 워크 로우 지식 

발견 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 발견 알고리즘을 

설계하는데 있다. 한, 이 지식 발견 임워크는 발견

단계와 분석단계로 구성되는데, 발견단계에서는 정보제

어넷기반 워크 로우 모델[12]로부터 업무수행자들과 단

업무들간의 소셜네트워크, 력네트워크, 소속성네트

워크 등을 발견하는 지식 발견 알고리즘이 핵심이며, 분

석단계에서는 발견단계에서 발견된 다양한 유형의 업무

수행자 심 네트워크 지식을 분석하기 해서 요구되는 

소셜행렬(SocioMatrix) 생성알고리즘과 업무수행자들간의 

참여  소속 계도(degree participation/involvement)[11], 

소셜구심도(degree/betweenness/closeness centrality)[11], 업

무지시도(prestige)[11] 등을 분석하기 한 일련의 네트워

크 분석알고리즘들이 핵심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범 는 어느 한 정보제어넷기반 워크 로우 모델에 배정

된 업무수행자들과 단 업무들간의 력네트워크 지식

을 발견하고 분석하기 한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지

식 발견 임워크의 발견단계를 실 하는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지식 발견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것이다.

결과 으로, 본 논문에서는 정보제어넷기반 워크 로

우 모델로부터 력네트워크 지식을 발견하는 알고리즘

을 제안하고, 그의 용사례를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의 

구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발견 알고리즘을 실존 엔터 라이즈의 표 인 워크

로우 모델인 주문처리 로세스 모델을 모방한 가상의 

정보제어넷기반 워크 로우 모델을 정의하고, 이를 제안

된 지식 발견 알고리즘에 용하고, 그의 결과에 한 수

행자들간의 력 계(참여와 소속) 지식을 분석함으로써 

궁극 으로 워크 로우 업네트워크 지식 발견 임

워크의 합성  정확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서 다음 장에서는 정보제어넷기반 

워크 로우 모델을 정의하고, 특히 이를 구성하는 객체

타입들 에서 워크 로우 업무수행자들과 단 업무들

간의 력네트워크 인텔리 스 기술과 직 인 연 되

는 구성객체들인 액티버티, 역할, 수행자 객체타입에 

한 정형  정의를 기술한다. 3 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

인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지식 발견 알고리즘을 설계

하고, 그의 분석기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 

본 논문의 핵심주제에 한 련연구 조사내용과 기여 

내용을 기술한다.

2. 정보제어넷기반 워크 로우 모델

정보제어넷[12]에서는 워크 로우 모델을 정형  표

기와 그래픽  표기로 정의하고 있다. 정보제어넷기반의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를 발견하는데 필수 인 구성

요소인 액티버티들의 로세스(제어흐름)와, 각 액티버

티의 역할할당, 그리고 각 역할의 업무수행자배정을 표

하기 한 정형  표기법을 정의하고, 표 인 비즈

니스 로세스의 하나인 주문처리 로세스를 정보제어

넷기반 워크 로우 모델로 표 한다.

2.1 워크 로우 로세스(제어흐름) 정의

워크 로우 모델의 핵심은 로세스 즉 액티버티들간

의 제어흐름을 정의하는 것이다. 워크 로우 로세스의 

기본구조[12]는 시작이벤트액티버티와 종료이벤트액티

버티 그리고 이 두 이벤트액티버티들 사이에 시간  선

후행 계를 이루는 액티버티(단 업무)들의 집합과 각 

액티버티가 만족해야 할 천이조건들의 집합으로 정의된

다. 워크 로우 로세스를 이루는 기본 인 제어흐름의 

유형들과 그래픽  표기법을 한 기본 인 규칙은 다음

과 같다.

∙액티버티들간의 실행시간  선후행 계는 반드시 

하나의 화살표로서 표 되어야 한다.

∙각 액티버티의 선후행천이조건들은 해당 화살표상

에 치되어야 한다. 이 때, 화살표상에 치하는 선

후행천이조건의 애 값(default)들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작업액티버티들간에는 하나 이상의 선후행 계(화

살표)를 정의할 수 없다.

∙게이트웨이액티버티인 OR-split/AND-split 액티버티

는 하나의 선행액티버티와 두 개 이상의 후행액티

버티를 갖으며, OR-join/AND-join 액티버티는 두 개 

이상의 선행액티버티와 하나의 후행액티버티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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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게이트웨어액티버티인 LOOP-split/LOOP-join은 각

각 두 개씩의 선후행액티버티들을 갖는다.

∙구조  워크 로우 로세스, 즉 게이트웨이액티버

티는 반드시 split/join 유형의 을 이루어야 할 뿐 

만 아니라 다 의 게이트웨이액티버티들은 네스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워크 로우 로세스의 기본구조[12]에 한 정형  

정의는 [정의 1]에 나타내었다. 워크 로우 로세스는 

액티버티 집합과 천이조건 집합을 상으로 하는 두 개

의 함수, 즉 해당 로세스를 구성하는 액티버티들의 선

후행액티버티 집합들을 정의하는 함수와 각 액티버티들

의 선후행천이조건 집합들을 정의하는 함수로 정의된다.

[정의 1] 워크 로우 로세스, ΓC = [ function(δ, κ), 

set(A, T) ]

(집합) 워크 로우 로세스의 구성객체집합

∙액티버티들의 집합 A = {α1, ..., αk, ξ1, ..., ξp, ς1, ..., 

ςq, φ1, ..., φs};

  －α1, ..., αk : 작업액티버티 

  －ξ1, ..., ξp : 게이트웨이엑티버티 (명시  는 암

시  정의)

  －ς1, ..., ςq : 서 로세스액티버티

  －φ1, ..., φs : 이벤트액티버티 (시작액티버티과 종

료액티버티)

∙천이조건들의 집합 T = {τ1, ..., τm};

(함수) 선후행액티버티 함수, ⨍: δ = δi ∪ δo; 선후행

천이조건 함수, ⨍: κ = κi ∪ κo

∙⨍: δi A ↠ Ϭ(A)로 정의되는 다 값 매칭함수*로

서 어느 특정 액티버티, α와 그의 선행액티버티 집

합과의 매칭을 정의한 함수이다. 

∙⨍: δo A ↠ Ϭ(A)로 정의되는 다 값 매칭함수로서 

어느 특정 액티버티, α와 그의 후행액티버티 집합과

* A ↠ Ϭ(A), 다 값 매핑함수(multivalued mapping function)는 
집합 A의 모든 원소들은 그의 멱집합(Powerset) Ϭ(A)의 하나 
이상의 원소들과 매핑된다는 의미로서, 로그램의 함수개념
을 용한다면 집합 A의 각 원소를 입력 했을 때 그의 멱집
합 Ϭ(A)의 하나 이상의 원소들을 출력하는 함수를 정의한 것
이다. 다 값 매핑함수는 수학  함수의 개념으로는 잘못 명
기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수학  함수의 개
념은 X 역의 값에는 Y 역의 오직 하나의 값과 매핑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고 으로, 다 값 매핑함수는 
multi-function, set-valued function, set-valued map, multi-valued 
map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의 매칭을 정의한 함수이다. 

∙⨍: κi A ↠ Ϭ(T)로 정의되는 다 값 매칭함수로서 

어느 특정 액티버티, α와 그의 선행천이조건 집합과

의 매칭을 정의한 함수이다. 

∙⨍: κo A ↠ Ϭ(T)로 정의되는 다 값 매칭함수로서 

어느 특정 액티버티, α와 그의 후행천이조건 집합과

의 매칭을 정의한 함수이다.         ⎕

2.2 워크 로우 역할  수행자 정의

정보제어넷기반 워크 로우 모델[12]에 있어서 액티

버티들간의 제어흐름과 데이터흐름이 로세스 측면의 

핵심 구성요소라고 한다면, 실제 인 워크 로우 액티버

티들의 실행을 담당하는 조직측면의 핵심 구성요소가 바

로 역할과 수행자 객체를 정의하는 일이다. 워크 로우 

모델에 있어서 역할 객체와 수행자 객체들이 갖는 기본

인 의미는 앞서 설명을 하 듯이, 조직을 이루는 기본

요소로서 역할 객체는 논리  조직개념의 역할과 물리  

조직개념의 부서를 모두 포함한다고 가정하며, 수행자 

객체는 하나 이상의 역할들에 소속될 수 있다. 그리고 액

티버티 객체의 유형들(작업, 게이트웨이, 서 로세스, 

이벤트) 에서 오직 작업액티버티들과의 역할/수행자 

객체의 연결 계만을 정의할 수 있으며, 나머지 유형의 

액티버티들의 실행은 워크 로우 실행엔진에 의해 수행

된다고 가정한다. 이들 역할  수행자 정의를 한 정형

 표기법은 [정의 2]와 같이 정의한다. 특히, 정보제어넷 

워크 로우 역할  수행자 정의의 그래픽  표기법을 

한 기본 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역할 객체는 작업액티버티 객체들에게만 할당되고, 

수행자 객체는 역할 객체에게만 배정된다.

∙작업액티버티들과 역할들간의 연결 계는 직선으

로 정의한다.

∙역할과 수행자들간의 연결 계는 직선의 화살표로 

정의한다.

∙액티버티들과 수행자들간의 직 인 연결은 정의

될 수 없다.

∙각 액티버티는 반드시 하나의 역할과의 연결 계를 

정의될 수 있다.

∙하나의 역할은 하나 이상의 액티버티들과의 연결

계를 정의할 수 있다.

∙하나의 역할은 하나 이상의 수행자들과 연결 계를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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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보제어넷기반 워크 로우 모델의 그래픽  표

∙하나의 수행자는 하나 이상의 역할들과 연결 계를 

정의할 수 있지만, 그래픽  연결 계는 표시하지 

않고 해당 수행자 객체를 복해서 정의한다.

[정의 2] 워크 로우 역할  수행자 정의, ΓR = [ 

function(ε, π), set(A, R, P) ]

(집합) 워크 로우 모델의 구성객체집합

∙액티버티들의 집합, A = {α1, ..., αn};

  －α1, ..., αn : 작업액티버티 

∙역할들의 집합, R = {υ1, ..., υm};

∙수행자들의 집합, P = {ϕ1, ..., ϕk};

∙Ϭ( ): Power Set

(함수) 역할할당 함수, ⨍: ε = εa ∪ εp; 수행자배정 함

수, ⨍: π = πp ∪ πc; 

∙⨍: εp A → R로 정의되는 단일값 매칭함수로서 어

느 특정 액티버티, α와 그의 실행을 책임맡은 하나

의 역할과의 매칭을 정의한 함수이다. 

∙⨍: εa R → Ϭ(A)로 정의되는 단일값 매칭함수로서 

어느 특정 역할, υ와 그 역할이 실행책임을 맡고 있

는 액티버티 집합과의 매칭을 정의한 함수이다.

∙⨍: πp P → Ϭ(R)로 정의되는 단일값 매칭함수로서 

어느 특정 수행자, ϕ와 그 수행자자 속한 역할 집합

과의 매칭을 정의한 함수이다. 

∙⨍: πc R → Ϭ(P)로 정의되는 단일값 매칭함수로서 

어느 특정 역할, υ와 그 역할에 할당된 수행자 집합

과의 매칭을 정의한 함수이다.      ⎕

2.3 정보제어넷기반 워크 로우 모델 

앞서 정의한 정보제어넷의 기본원리에 따라 정의한 

워크 로우 모델의 한 는 (그림 1)과 같으며, 이 그래픽

 표 에 한 정형  표 은 다음과 같다. 즉, 워크

로우 모델을 구성하는 개체들 에서 워크 로우 력네

트워크 지식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제어흐름 측면과 

역할할당 측면 그리고 수행자배정 측면의 정형  표 은 

다음과 같다.

① (그림 1)의 정보제어넷기반 워크 로우 로세스

(제어흐름) 모델의 정형  표

∙δi(αStart) = { ∅ }; δo(αStart) = { {αA} }; 

δi(αA) = { {αStart} }; δo(αA) = { {αB} }; 

∙δi(αB) = { {αA} }; δo(αB) = { {αC}, {αD} }; 

δi(αC) = { {αB} }; δo(αC) = { {αE, αF} }; 

∙δi(αD) = { {αB} }; δo(αD) = { {αEnd} };     

δi(αE) = { {αC} }; δo(αE) = { {αEnd} }; 

∙δi(αF) = { {αC} }; δo(αF) = { {αEnd} };     

δi(αEnd) = { {αD}, {αE, αF} }; δo(αEnd) = { ∅ }; 

② (그림 1)의 정보제어넷기반 워크 로우 역할할당 

모델의 정형  표

∙εp(αStart) = { ∅ }; εp(αA) = { υR_X }; εp(αB) = 

{ υR_Y }; εp(αC) = { υR_Z }; 

  εp(αD) = { υR_X }; εp(αE) = { υR_X }; εp(αF) = { υR_Y }; 

εp(αEnd) = { ∅ };

∙εa(υR_X) = { {αA, αD, αE} }; εa(υR_Y) = { {αB, αF} }; 

εa(υR_Z) = { {αC} };

③ (그림 1)의 정보제어넷기반 워크 로우 수행자배정 

모델의 정형  표

∙πc(υR_X) = { {ϕjoe, ϕlisa, ϕjack} }; πc(υR_Y) = { {ϕshawn} }; 

πc(υR_Z) = { {ϕmatthew} };

∙πp(ϕjoe) = { υR_X }; πp(ϕlisa) = { υR_X }; πp(ϕjack) = { υ

R_X }; 

πp(ϕshawn) = { υR_Y }; πp(ϕmatthew) = { υR_Z };

3.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지식 발견 알고

리즘

여기서는, 정보제어넷기반의 워크 로우 모델로부터 

업무수행자들과 단 업무들간의 력 계를 나타내는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을 정의하고 이를 발견하

는 알고리즘을 고안한다. 고안된 알고리즘을 (그림 1)의 

정보제어넷기반 워크 로우 모델에 용하고, 그에 한 

분석결과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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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

앞서 정의했듯이, 정보제어넷기반의 워트 로우 모델

[12]은 일련의 액티버티들과 그들간의 시간  우선순

를 통해 정의되며, 각 액티버티의 실행은 할당된 역할

(role)에 속한 업무수행자들에 의해 수행된다. 따라서, 워

크 로우 모델상에 정의된 역할할당  수행자배정 정보

를 바탕으로 업무수행자들과 단 업무들간에 형성된 상

호 계를 발견한 결과를 정보제어넷기반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이라고 정의한다. 궁극 으로, 본 논문에

서 제안한 지식 발견 알고리즘의 수행결과가 바로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이다. [정의 3]은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의 정형  정의를 나타낸 것으로 워크

로우 모델의 구성객체인 액티버티 (A = {α1,...,αn})와 

수행자 (P = {ϕ1,...,ϕk})를 구성요소로 하는 수행자들간의 

연루 력 계(involvement) 함수 (σ = σp ∪ σv)와 참가

력 계(participation) 함수 (ψ = ψa ∪ ψv)를 통해 정의될 

수 있다.

[정의 3]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의 정의, Λ = 

[ function(σ, ψ, S) over set(A, P, V) ]

(집합) 워크 로우 모델의 구성객체집합

∙액티버티들의 집합, A = {α1, ..., αn};

  －α1, ..., αn : 작업액티버티 

∙수행자들의 집합, P = {ϕ1, ..., ϕk};

∙링크강도치(Weight-Value) 집합, V;

∙수행자와 액티버티간의 력링크 집합, Ep = P⨯A 

= {(ϕi, αj), 1 ≦ j ≦ n; 1 ≦ i ≦ k};

∙액티버티와 수행자간의 력링크 집합, Ea = A⨯P 

= {(αi, ϕj), 1 ≦ i ≦ n; 1 ≦ j ≦ k};

∙Ϭ( ): Power Set

(함수) 연루 력 계 함수, ⨍: σ = σp ∪ σv; 참가 력

계 함수, ⨍: ψ = ψa ∪ ψv; 

∙⨍: σp P → Ϭ(A)로 정의되는 다 값 매칭함수로서 

어느 특정 업무수행자, ϕ와 그의 연루된 액티버티들

과의 매칭을 정의한 함수이다. 

∙⨍: σv Ep → V로 정의되는 단일값 매칭함수로서 어

느 특정 연루 력링크, (ϕ, α)와 그의 링크강도치

(weight-value)와의 매칭을 정의한 함수이다.

∙⨍: ψa A → Ϭ(P)로 정의되는 다 값 매칭함수로서 

어느 특정 액티버티, α와 그의 실행에 참가하는 수

행자들과의 매칭을 정의한 함수이다.

∙⨍: ψv Ea → V로 정의되는 단일값 매칭함수로서 어

느 특정 참가 력링크, (α, ϕ)와 그의 링크강도치

(weight-value)와의 매칭을 정의한 함수이다.

⎕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의 그래픽  표기법은 

수행자(actor or performer)는 정육각형으로, 액티버티는 

원으로 표기하며, 그들간의 력링크는 직선 는 곡선

의 화살표로 표기한다. 그리고 수행자와 액티버티의 

력링크상에는 각 력 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링크강도

치를 치시킬 수 있다. 단, 링크강도치를 생략하는 경우

는 이진 링크강도치(binary weight-value)를 의미한다.

3.2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지식 발견 알고리즘

정보제어넷기반 워크 로우 모델[12]로부터 워크 로

우 력네트워크 모델을 발견하는 알고리즘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이 지식 발견 알고리즘의 입력은 워크

로우 로세스 (제어흐름) 모델 (ΓC)과 워크 로우 역할 

 수행자 할당 모델 (ΓR)이며, 최종 수행결과인 출력은 

발견된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 (Λ)이다. 특히, 이 

지식 발견 알고리즘에서는 게이트웨이액티버티를 암시

으로 정의하는 정보제어넷기반 워크 로우 모델을 입

력으로 하며, 따라서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하는 액티버티들의 유형은 작업액티버티이다. 이 지

식발견 알고리즘에 의해 발견되는 워크 로우 력네트

워크 지식은 연루 력지식(involvement knowledge)과 참

가 력지식(participation knowledge)으로 구성된다. 한, 

연루 력과 참가 력의 링크강도치(weight-value)가 0과 1

로 표 되는 지식을 이진 력네트워크라고 정의하고, 두 

력유형의 링크강도치가 수치(weight-value ≥ 1)로 표

되는 지식을 다 값 력네트워크라고 정의한다. 결과

으로, (그림 2)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시간복잡성은 ○

(N + M)이며, 여기서 N은 입력 워크 로우 모델을 구성

하는 액티버티의 수, M은 입력 워크 로우 모델에 배정

된 업무수행자의 수를 의미한다.

(그림 2)의 지식 발견 알고리즘의 실행 결과로 생성되

는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은 하나의 워크 로우 

모델상에 계획된 연루 력지식(involvement knowledge)과 

참가 력지식(participation knowledge)을 나타낸 것이며, 

결과 으로 생성된 력네트워크 모델은 해당 워크 로

우 모델의 조 도(Density)를 분석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한, 수행자들과 단 업무들간의 링크강도

치(weight-value)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지식 발견 알고리즘

114 2012. 4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지식 발견 알고리즘]

  입력: ΓC = [ function(δ, κ), set(A, T) ] (워크 로우 로세스 모델)

ΓR = [ function(ε, π), set(A, R, P) ] (워크 로우 역할  수행자 할당 모델)

  출력: Λ = [ function(σ, ψ, S) over set(A, P, V) ]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

BEGIN PROCEDURE

    /* 연루 력 계 함수에 의한 연루 력링크 지식  링크강도치 발견 */

FOR ( ∀φ ∊ P ) DO  /* 여기서, φ는 수행자, P는 수행자의 집합이다. */

       ADD all members of εa(πp(φ)) TO each member of σp(φ);

       ADD ‘Weight-value‘ TO σv(all edges(pairs) of (φ, σp(φ));

  DONE

    /* 참가 력 계 함수에 의한 참가 력링크 지식  링크강도치 발견 */

FOR ( ∀α ∊ A ) DO  /* 여기서, α는 액티버티, A는 액티버티의 집합이다. */

       ADD all members of πc(εp(α)) TO each member of ψa(α);

       ADD ‘Weight-value‘ TO ψv(all edges(pairs) of (α, ψa(α));

  DONE

END PROCEDURE

(그림 2)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지식 발견 알고리즘

이 다양한 유형의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로의 변

형이 가능하다. 

∙이진-링크강도치(binary)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

∙다 -링크강도치(valued)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

∙워크 로우 역할- 심 력네트워크 모델

∙워크 로우 응용 로그램- 심 력네트워크 모델

3.3 지식발견 알고리즘 용과 워크 로우 력네

트워크 모델의 분석

본 논문에서 설계한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지식 

발견 알고리즘을 (그림 1)의 정보제어넷기반 워크 로우 

모델[2]에 용함으로써 이 알고리즘 동작의 정확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한, 이 알고리즘의 실행결과인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에 한 그래픽  표기  정

형  표기, 그리고 이를 분석하기 한 이진- 력행렬

(binary bipartite matrix)의 생성과 그에 한 분석 방법과 

결과를 기술한다.

3.3.1 발견된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

(그림 1)의 정보제어넷기반 워크 로우 모델을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지식발견 알고리즘에 용한 결과, 

생성된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의 정형  표기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발견된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은 이진-링크강도치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

이라고 가정하고, 따라서 각 연루 력링크와 참가 력링

크의 링크강도치(weight-value)는 “1”이 된다.

① 연루 력 계, σ = σp ∪ σv

∙σp(φjoe) = { {αA, αD, αE} };

σv((φjoe, αA))={{1}}; σv((φjoe, αD))={{1}}; σv((φjoe, 

αE))={{1}};

∙σp(φlisa) = { {αA, αD, αE} };    

σv((φlisa, αA))={{1}}; σv((φlisa, αD))={{1}}; σv((φlisa, 

αE))={{1}};

∙σp(φjack) = { {αA, αD, αE} };    

σv((φjack, αA))={{1}}; σv((φjack, αD))={{1}}; σv((φjack, 

αE))={{1}};

∙σp(φshawn) = { {αB, αF} }; 

σv((φshawn, αB))={{1}}; σv((φshawn, αF))={{1}};

∙σp(φmatthew) = { {αC} };

σv((φmatthew, αC))={{1}}; 

  ② 참가 력 계, ψ = ψa ∪ ψv

∙ψa(αA) = { {φjoe, φlisa, φjack} };    

ψv((αA, φjoe))={{1}}; ψv((αA, φlisa))={{1}}; ψv((αA, 

φjack))={{1}};

∙ψa(αB) = { {φsha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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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의 력행렬

(bipartite matrix)

ψv((αB, φshawn))={{1}}; 

∙ψa(αC) = { {φmatthew} };    

ψv((αC, φmatthew))={{1}}; 

∙ψa(αD) = { {φjoe, φlisa, φjack} }; 

ψv((αD, φjoe))={{1}}; ψv((αD, φlisa))={{1}}; ψv((αD, 

φjack))={{1}};

∙ψa(αE) = { {φjoe, φlisa, φjack} }; 

ψv((αE, φjoe))={{1}}; ψv((αE, φlisa))={{1}}; ψv((αE, 

φjack))={{1}};

∙ψa(αF) = { {φshawn} }; 

ψv((αF, φshawn))={{1}}; 

(그림 3) 발견된 이진-링크강도치 워크 로우 력네트워

크 모델의 그래픽  표  

발견된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의 연루 력

계  참가 력 계에 한 정형  표 을 그래픽 으로 

표 한 것이 (그림 3)이다. 즉,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의 연루 력지식은 어느 특정 업무수행자가 연루된 

액티버티(단 업무)들을 나타내며, 참가 력지식은 어느 

특정 액티버티에 참가한 업무수행자들을 나타낸다.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의 그래픽  구성요소는 수행

자(performer, actor)를 나타내는 정육각형, 액티버티 는 

단 업무를 나타내는 원형, 그리고 이들 두 구성요소들

간의 연루  참가 력링크를 나타내는 직선과 그 직선

상의 해당링크의 연루강도치  참가강도치로 구성된다. 

한,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워크 로우 모델에 한 워

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을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 제안하고 있지만, 다 의 워크 로우 모델들을 

한 묶음으로 한 워크 로우 패키지[17]로, 그리고 다 의 

워크 로우 패키지들을 한 묶음으로 하거나 조직 체에

서 운용 인 모든 워크 로우 모델들에 확 용할 수 

있도록 제안된 알고리즘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3.3.2 발견된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의 분석

발견된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에 해 조 도

분석과 구심도분석 등의 력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용

하기 해서는 해당 력네트워크 모델을 행렬형태로 표

해야 하는데, 이 행렬을 력행렬(bipartite matrix)이라

고 정의한다. 결과 으로, (표 1)은 (그림 3)의 이진-링크

강도치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을 력행렬로 표

한 것이다. 이러한 이진-링크강도치 워크 로우 력

네트워크 모델을 력행렬에 해서 조 도(density)분석

과 구심도(centrality)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궁극 으로 해

당 워크 로우 모델상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력네트

워크 련 워크 로우 지식과 인텔리 스를 발견하고 분

석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발견된 워크 로우 력네트워

크에 한 다양한 분석기법을 용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 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력행렬에 한 기본 인 

의미와 력행렬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연루  참가 

력 계 지식의 기본 인 분석방법에 해서 기술한다.  

(표 1)의 력행렬은 두 가지 유형의 단 원소들로 구

성되어 있다. 하나는 워크 로우 모델을 구성하는 액티

버티(단 업무)들이며, 다른 하나는 그 모델의 실행에 배

정된 수행자들이다. 즉, 각 액티버티의 실행에 연루된 수

행자의 연루여부와 각 수행자들의 액티버티 실행에의 참

가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 으로, 발견된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에 한 력행렬는 다음과 같은 일반 인 

그룹행렬 형태(X
A,P)로 표 될 수 있으며, 연루 력 계 

지식행렬(X
A)과 참가 력 계 지식행렬(XP)은 력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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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발견된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의 연루  참가 

력 계 지식행렬 

의 부분행렬인 A와 A’의 곱셈행렬로부터 생성된다. (그

림 4)는 (표 1)의 력행렬로부터 생성된 연루 력 계 

지식행렬과 참가 력 계 지식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의 연루 력 계 지식행렬(X
A)은 해당 워크

로우 모델의 실행에 배정된 5명의 수행자들을 행과 열로 

구성하는 5 × 5 행렬로서 각 단 원소 값의 의미는 각

선의 단 원소와 비 각선의 단 원소로 구분되는데, 비

각선의 단 원소의 의미는 행과 열의 수행자 의 두 

명의 수행자들이 공동으로 함께 연루된 액티버티의 수를 

나타낸다. 즉, 연루 력 계 지식행렬의 첫 번째 수행자

인 φjack과 세 번째 수행자인 φlisa 함께 공동으로 연루된 

액티버티의 수는 3이라는 의미이다. 한, 각선의 단

원소들은 수행자 각각이 연루되어 있는 액티버티의 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연루 력 계 지식행렬의 마지막 수행

자인 φshawn이 연루되어 있는 액티버티의 수는 2라는 의

미이다. 한편, 참여 력 계 지식행렬(XP)는 해당 워크

로우 모델을 구성하는 6개의 단 업무인 액티버티들을 

행과 열로 구성하는 6 × 6 행렬로서 각 단 원소 값의 의

미는 역시 각선의 단 원소와 비 각선의 단 원소로 

구분된다. 비 각선의 단 원소의 의미는 행과 열의 액

티버티 의 두 개의 액티버티들의 실행에 공동으로 참

가하는 수행자의 수를 나타내고, 각선의 단 원소는 

각 액티버티의 실행에 배정된 수행자의 수를 의미한다. 

를 들면, 액티버티 αA와 액티버티 αD의 실행에 공동으

로 참가한 수행자의 수는 3명이며, 각선 행렬상에서 세 

개의 액티버티 αA, αD, αE의 실행을 해서 각각 3명씩의 

수행자가 참가했음을 의미하고, 나머지 세 개의 액티버

티 αB, αC, αF의 실행에는 각각 1명씩의 수행자가 참가했

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력행렬과 이로부터 생성된 연루 력 계 지

식행렬과 참가 력 계 지식행렬은 다양한 유형의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분석기법에 활용되는데, 워크 로

우 력네트워크의 조 도(density) 분석기법과 구심도

(centrality) 분석기법이 표 이다. 이러한 분석기법들의 

용사례는 본 논문의 범 를 넘어서므로 자세히 기술하

지 않도록 하겠다.

4. 련연구

최근의 워크 로우  비즈니스 로세스 기술분야에

서는 로세스기반 조직의 복잡성과 신성 증 에 따른 

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한 워크 로우 발견[2] 는 

재발견[1,3,5-7,10] 이슈와 업무수행자들간의 소셜이나 

력 지식[4]  인텔리 스 마이닝 그리고 이들의 분석 이

슈[8,9,15,16]에 한 연구가 크게 심을 받고 있다. 특

히, 본 논문의 연구내용과 직 인 련이 있는 기술분

야인 워크 로우 지식 발견 이슈와 직 인 연 이 있

는 워크 로우 인텔리 스 기술에 한 연구는 국내외

으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으로, 워크 로우 인텔리 스(비즈니스 로세

스 인텔리 스)[6,8,15]의 핵심 연구내용  범 는 크게 

분석, 측, 모니터링 그리고 제어 부분으로 나뉘질 수 

있는데, 워크 로우 인텔리 스 분석 부분은 소셜네트워

크의 분석기법[8,11]과 비즈니스 로세스 시뮬 이션 기

법[15,18]을 이용한 연구 근방법이 진행되었으며, 워크

로우 인텔리 스 측 부분은 워크 로우 로세스 발

견[2,13], 재발견[1,14], 그리고 마이닝[3,5,7] 기법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본 논문의 주제인 워크 로

우 기술과 소셜네트워크 기술의 융합을 통한 연구주제는 

[8-10,16,17] 등에서 새로이 제시된 연구주제이다. 그 지

만 이러한 연구주제와 본 논문의 연구주제와의 핵심  

차이는 기존의 연구는 워크 로우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

무수행자들간에 형성되는 소셜네트워크 지식을 발견  

재발견하는 기법에 한 연구에 을 두고 있는데 반

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핵심연구주제는 워크 로우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수행자들과 그 워크 로우를 구성

하는 단 업무들간에 형성되는 업무 력네트워크 지식

에 을 두고 있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의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지식 발견 알고

리즘은 워크 로우 인텔리 스 기술의 분석과 측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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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지식 발견 기법  알고리즘은 워크 로우 모델 는 그

의 집함인 워크 로우 패키지들에 한 분석을 통해 수

행자와 단 업무간의 연루  참가 력네트워크를 발견

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에서 워크 로우 인텔리 스 

분석 부분에 해당된다. 특히, 본 논문에서 국내외 최 로 

새로이 정의한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은 워크

로우 모델의 실행로그로부터 이러한 단 업무와 수행자

간의 력지식을 재발견하는 알고리즘의 연구에도 용

가능하다. 한, 워크 로우의 실행이력 는 로그[3,7,8]

로부터 력네트워크를 재발견하고, 이의 결과를 워크

로우 모델로부터 발견된 력네트워크 지식과 비교함으

로서 해당 워크 로우 모델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행자

와 단 업무간의 연루  참가 충실도(fidelity) 분석을 수

행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개선을 한 워크 로우 인텔

리 스 측 기법에 용될 수도 있다. 

결과 으로, 본 논문의 주요 연구내용인 워크 로우 

수행자들과 단 업무(액티버티)들간의 력네트워크를 

발견하는 알고리즘은 워크 로우 지식 발견  재발견 

분야의 새로운 역을 개척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단된다. 특별히,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워크 로우 력

네트워크 지식 발견 알고리즘의 이론  배경은 정보제어

넷(information control net)[12]을 기반으로 하는 워크 로

우 모델에 용된 국내외 최 의 시도라는 에서 의미

가 있다.

5. 결   론

지 까지 본 논문에서는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지

식 발견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그 발견된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과 그로부터 생성되는 력행렬과 연루 

 참가 력 계 지식행렬 그리고 그들의 분석방법과 

해석을 를 들어 기술함으로써 제안된 알고리즘을 검증

하 다. 추후 연구내용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

리즘은 단일의 정보제어넷기반의 워크 로우 모델로부

터 업무수행자와 단 업무간의 력네트워크 모델을 발

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 의 워크 로우 모

델들, 즉 워크 로우 패키지 뿐 만 아니라 다 의 워크

로우 패키지들로부터 력네트워크 모델을 발견할 수 있

도록 그의 기능  확장이 요구된다. 한, 실세계에 이 

알고리즘을 용하기 해서는 정보제어넷기반 워크

로우 모델을 XML기반의 국제표 정의언어인 XPDL 

[12,17]로 표 하고, 이로부터 워크 로우 력네트워크 

모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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